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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 번호 PE9978I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9.06.01.~2019.12.31 단계 구분 최종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미래선도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미래선도사업 국가사회적 해양과학기술 수요 예측 대응 과제

세부과제명 심해 해저근접 정밀 수중탐색용 잠수정 체계 구축 방안

연구책임자 박요섭
총연구 기간
참여 연구원 수

� 총 :� � � � � � � 28명

내부 :� � � � � � � 24명

외부 :� � � � � � � � 4명

총 연구비

정부 :� 7,000천원

기업 :� � � � � � 천원

계 :� 7,000천원

소속부서명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참여기업명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242쪽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국가의 해양 재난 재해에 대비한 영해 전 해역을 탐색 가능한 운영수심대의
장비(3000m�이상)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해저면 근접 광역탐색을 위한 잠수함 형태의 탐색용 잠수정(AUV)와 목표점이 확인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정밀 촬영,�연구장비의 진회수 지원을 위한 작업 등을 위한 원격조정
잠수정(ROV)으로 구성됨.

·�탐색용 잠수정(AUV)에는 기본적으로,�정밀해저지형탐사(Multibeam� Echo� Sounder),�측면주사음탐기(Side� Scan�
Sonar),�천부지층 탐사기(Sub� Bottom� Profiler),� CTD,� ADCP�등을 탑재하여 고정밀 해저 환경 정보를 취득하는
센서를 포함함.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잠수정 하드웨어 뿐 아니라,�잠수정으로부터 확보된 정보를 처리하는 전문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턴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함.

·�기존 해양수산부 및 과기부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무인잠수정 해미래 및 크랩스터 등의 해양로봇은
기업체로 기술이전되어,�기술이전을 받은 국내 업체의 제조기술과 운영기술이 확보되어 가고 있음.

·�해양과학 현장탐사를 지원하는 상용 무인잠수정은 국내외 생산지를 고려치 않고,�연구자의 기능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함.

·�타 국외 연구사업을 통해 기능이 검증된 상용 무인잠수정의 도입단가는,�제조사의 제안서에 근거하여
자율무인운항잠수정(AUV)의 경우,�약 100억원,�원격조정무인잠수정(ROV)의 경우 70억원 정도로 추정됨.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연구선 기능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대형연구장비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5억 이상 연구장비에 해당함으로,�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장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로드맵과 용도가 자세하게 설명된
기획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함.

·�연구선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운영의 주체는 연구선의 연구장비 운영을 총괄하는 연구선 관측팀
맡는 것이 타당함.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의 운영을 위해서,�단기간의 일회성 운영보다 현장에서의 1항차 20일 정도의 연속적인
활용을 요구함으로,�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운영기술원이 필요함.

·�현재 이사부호의 원할한 현장연구지원을 위하여,�남해연구소 연구선 관측팀 소속 9인 구성의 관측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무인잠수정이 도입될 경우,�육상 정비,�선상 지원 및 운영,�연구자와의 연구계획 소통 등의
업무를 전담할 8인의 신규 관측사의 충원이 필요함.

·�심해 근접 잠수정 도입에 따른 운영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바,�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은
1.29(1.0�이상으로 사업성 있음),�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12.66%(4.5%�이상으로 사업성
있음)으로 평가됨.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 글 무인잠수정,� 심해,� 탐사,� 자율주항,� 대형연구

영 어 AUV,� ROV,� USV,� DeepSea,�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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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도입의 필요성

￭ 지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물로 덮여 있어,�전자기파를 이용한 위성원격탐사로 탐사되지 않음.
￭ 지구의 심해는 아직 70%이상 탐사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음.
￭ 국제연합(UN)에서 2021년에서 2030년까지 전세계 해양과학자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양연구
항목의 첫 번째로 해저매핑(Comprehensive� digital� atlas� of� the� ocean)을 선정,�인류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도전과제가 해양의 대한 탐사기술 개발과 실행을 촉구하고 있음.

￭ UN� Decade에서 해양과학에 요구하는 두 번째 중점 분야는 글로벌 심해 분지에 대한 관측임
(Comprehensive� ocean� observing� system� for� all� major� basins)

￭ UN� Decade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양탐사 자원을 확충하고,�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선진
국가의 국가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 선진국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지구의 자원고갈,�환경파괴,�새로운 서식지 탐색을 위해 심해에 대한
탐색을 강화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매일 새로운 생물종이 해양 심해탐사를 통해 보고되고 있음.
￭ 심해는 생명현상의 시작 지점으로 알려져 있으며,�넓은 온도범위(1°C~300°C),�매우 높은 압력,�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우주 생명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음.

￭ 국내에서는 심해를 직접 관찰하고,�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탐사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기술실증용 시스템인 해미래 및 크랩스터 ROV�등은 해양로봇기술 구현 시제임).

￭ 2017년 대양탐사가 가능한 6천톤급 이사부호를 진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본적인 탐사
기반시설은 확보하였으나,�선전 장착 연구 장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가 목표로 한 심해의

환경에 정밀한 탐색과 시료채취의 한계에 도달함.

￭ 심해근접 탐사용 잠수정이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심해의 환경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의
임무센서와 사용자 지정 미션을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능을 갖춘 잠수정 형식의 과학탐사

플랫폼임.

￭ 심해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는 하드웨어적 측면 뿐 아니라,�이를 운영하여 얻은 자료의 전처리,�
도면제작,�해석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임.

￭ 현재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 중인 인도양 중앙해령대 심해열수공 생명시스템 이해,�심해열수생명이해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망간각)개발,�서태평양 공해/심해저 신 생명자원 및

퇴적물 희유금속 탐사,� �독도의 지속가능한 연구 과제에서 심해 잠수정을 이용한 탐사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심해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는 해양과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을 위한 지원 임무와 해양에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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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2019년 독도 헬기 추락,�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남대서양 침몰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함.

그림 1.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 도입에 따른 해양과학에서의 기능과 역할

￭ 지구의 71%가�바다로 구성되어 있고 (Weatherall� P.� et� al.,� 2015),�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면적은
전체 해양의 15%�미만이다 (Mayer� L.� et� at.,� 2018)

수 심 200m 1,000m 3,000m 4,000m 6,000m
누적 백분율 8.8% 15.5% 30.3% 52.7% 99.2%

표 1.  전 세계 수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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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N Ocea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정한 핵심 연구과제

그림 3. 전 지구 대양의 수심에 따른 누적 백분율 표와 그래프. (자료는 GEBCO_2019 Grid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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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 심해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의 민군산학 공동활용 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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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도입의 시급성

￭ 동아시아 해양국가의 심해 탐사 경쟁에서,�이미 일본(신카이 6500)과 중국(자오룽)의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 연구 장비의 부족으로 뒤처지고 있음.

￭ 국가의 영해 최대 수심은 약 3,000m에 달하나,�대수심에서의 벌어질 수 있는 국가의 해양 재난에
대한 대처할 심해 탐색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영해내 자원탐사의 경우에도,�고해상도의 해저지형 및 해저면 특성을 확정지을 근접 탐색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국외 연구기관 장비 임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최근의 사례로,�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을 위해,� 2019년 국외 전문 용역사를 통해
심해 근접 잠수정을 활용하였고,�이에 대한 비용이 신규 장비(50억원)를 도입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해탐사에서도 관련 연구장비가 없어,� 1회 탐사에 20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불하고,�자료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심해 탐색 장비는 연구기관 뿐 아니라,�국방,�해상구난,�자원개발 산업,�로봇 산업 등의 국가의 다양한
이익주체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국가 기간 탐색 장비로 미국의 경우,� National� Deep� Submersible�

Facility라는 우즈홀 연구소 산하에 전문 운영 부서를 두고 국가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심해 탐색 장비의 경우,�하드웨어 도입 뿐 아니라,�탐색 장비의 운영과 자료처리를 위한 인력양성에
시간이 많이 필요함.

￭ 공해상 신규 심해 생물 및 비생물 자원 탐사의 선점의 기회 마련.
￭ 첨단 로봇 기반 연구장비 운영을 통한 국가 로봇 기술 시장 선도.
￭ 도입 활용될 대용량 영상기반 해석 기술의 수요 증대로 차세대 AI기반 인식 및 분류 기술 기반 조성
￭ 실용화된 필드 로봇 운영을 통한 운영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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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임무와 책임과의 연계성

￭ 국정과제 및 기관고유 임무 실현을 위해 심해근접 탐사용 잠수정의 도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2018~2022년 정부 내 해양수산부의 국정과제 중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 강화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도입될 탐사용 무인 심해잠수정은 2019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수색,�제주 어선 화재 구난 등 해양에서 일어나는 해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탐사장비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의 R&D�중장기 계획에 반영된,�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신규
해양경제영토의 탐색의 기초가 되는 연구선과 더불어 가장 효율적인 해저 탐색장비임.

￭ 또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원의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

� 1.�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응용 및 실용화연구

�2.�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제도연구

�3.�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4.�해양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5.�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연구원이 지향하는 R&R을 실현하는데,�미래지향적 연구인프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미래지향적 원천연구 수행으로 독창적 연구성과 창출하는데 있어,�심해에 근접 관찰이 가능한
무인잠수정은 연구인프라로서 역할을 주도할 것이며,�

￭ 장기･공공･대형연구에 집중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이바지 할 것임.

￭ 기존 6,000m�급 해미래와 크랩스터 및 대형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으로 다져진 해양로봇 기초기술의
성과를 계승하고,�연구개발에서 도출된 성과의 개발수준 도약을 위하여,�상용화된 연구장비의 활용 또한

시급한 당면과제임.

￭ 연구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운영기술과 새로운 임무센서의 장착 등의 현안을 해결한 기반
플랫폼을 도입하고,�이의 활용 및 정보 추출의 전과정에서 필요로하는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의 도구로도 활용될 것으로 판단함.

￭ 해양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탐사를 통한 연구소재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잠수정의 활용분야는
해양과학기술원의 R&R과에서 제시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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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국정과제(2018~2022) 주요내용

현 정부 국정과제

(2018~2022)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실현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과기정통부,�산업

부,�환경부 등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환경,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 인류적 난제해결에 주도적 역할
∙ 연구자들이 진리와 지식탐구에 몰두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독창적 

연구성과 창출
∙ 창의적･도전적인 기초연구에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기관은 미래지향적인 원천연구에 도전적으로 수행

해양수산 R&D�중장기계획

(2014~2020)

∙ (3대 R&D 전략)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선진형 해양수산산업 육성,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

(2018~2022)

∙ (목표) 기술수준 80% ➜90%, 혁신형 창업기업 50개 육성, 해양사고 30% 저감, 연간 전문인력 800명 이상 양성
∙ (출연연 브랜드과제 육성) 글로벌 대양탐사 프로젝트, 해양생태계 관리 및 미래유용자원 탐색 프로젝트,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프로젝트 등

시사점

(1)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의한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영토 수호
(2) 해양수산분야에서의 4차산업 진흥과 사회현안문제 해결
(3) 미래지향적 원천연구 수행으로 독창적 연구성과 창출
(4) 장기･공공･대형연구에 집중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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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IOST 4대 상위역할별 현재(가로축) 및 미래(세로축) TRL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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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방향

 외부환경 분석 결과 및 기술개발 방향

내 용 관련임무(정관)

1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으로 해양환경·생태계 위기 선제 대응

제1,3,6,7호
- 한반도 해양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및 해양환경/생태계평가 기반 관리기술을 통해 국가 해양정
책 대응 및 국민 해양이용의 지속 안정화  
 [1-1] 해양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1-2] 해양환경/생태계 감시 및 관리기술 개발

2 대양 바이오/광물자원 탐사로 해양신자원의 산업화

제1,3,6,7호
- 국가 대양･극한지 탐사역량 강화를 통한 4차산업대응 해양생명․유전자원 활용 원천기술 및 광
물자원 산업화 기술개발
 [2-1] 해양생명․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및 해양신산업 창출 견인
 [2-2] 대양 전략광물자원 개발역량 확보 및 신자원 탐사

3 해양 핵심공학기술과 첨단장비 개발로 일자리 확충형 해양신산업 창출

제1,3,4,6,7호
- 해양 에너지 자립도 제고, 항만기술 고도화 및 해양 IoT 융합 수중로봇 첨단기술 실용화를 통
한 해양 산업 지원 및 신산업 창출
 [3-1] 해양에너지 및 항만․해양구조물 기술 개발
 [3-2] 해양과학기술 ICT 및 해양로봇 실증·운용 융합기술 개발

4 해양영토 관리기술 개발로 국가적 해양방위·안전지원 체계 구축

제1,2,3,4,5,6,7호
- 해양방위·안전 기술개발, 해양재난재해 대응 및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 보장
 [4-1] 해양방위·안전 및 재난 예측·대응 기술 개발
 [4-2] 해양공간 통합관리 연구

5 해양연구 핵심 인프라 운영과 플랫폼 공동활용으로 국가 해양과학기술 고도화

제1,3,4,5,6,7호- 해양연구 첨단 인프라와 관측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한 해양과학기술 기반역량 제고
 [5-1] 해양연구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5-2] 글로벌 해양관측 플랫폼 기능 고도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조

� 1.�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응용 및 실용화연구

�2.�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제도연구

�3.�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4.�해양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5.�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6.�국내·외 대학,�연구기관,�산업체 등과 수탁·위탁연구,�공동연구 및 기술제휴

�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기타 해양과기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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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양 바이오/광물자원 탐사로 해양신자원의 산업화

해양생명 ·� 유전자원,� 전략광물 자원 등 신해양자원 발굴,� 활용기술 개발 및 개발역량

확보

￭ 역할 개요

•� (배경)� 민간주도 연구 수행이 어려운 해양자원(생물,� 유전자,� 전략광물자원)�발굴 및 개발/활용기술 확

보를 위해 공공 중심의 연구수행 필요

•� (목표)�해양생명 ·�유전자원,�전략광물자원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

•� (의의)� 대양 ·�극한지 탐사체계 구축을 통해 미개척 신해양자원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선도기

반 마련

【� 연구추진 방향 】

￭ 해양생명·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 •�해양생물 유래 활성물질� 분석 ·�발굴 ·�응용

�•�해양생물 기반 기능성 ·�산업 소재의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의약 및 기능성 소재실용화� 기반 구축

￭ 대양저 개괄탐사 및 정밀탐사를 통한 해양 전략광물자원 발굴 및 개발기반 구축

� •�다양한 지체구조 적용이 가능한 대양저 정밀 탐사 역량 강화

�•�자원량 확보 및 추출효율 증대로 전략광물자원 개발 가치 증대

� •�극한환경에서 유용자원 가치평가를 통한 미개척 신해양자원 발굴

￭ 기술 현황 및 중장기 로드맵

연구분야

세계 최고 수준 KIOST�보유 기술

기관명 기술수준 현재(2019년) 2029년

(정밀 탐사
인프라 구축)� �
전략광물자원
개발최적지 판별

JOGMEC/�
JAMSTEC�
(일본)

BGR/GEOMA
R(독일)

∙ 광체규모해석을 위한 
천부시추 및 비파괴 
음향탐사 수행

∙저층충격시험 및 
장기모니터링 수행

∙ 광종별 자원 탐지기술 
확보, 심해 정밀 탐사 
기술 미비 (70%)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저층충격시험설계(80%
)

∙ 광종별 개발광구  
 확정(100%)

∙ 심해환경보전/ 
복원 기술 
확보(90%)

(전략광물자원 JOGMEC/JA ∙ 5천만톤 규모 매장량 ∙ 광체 규모파악을 위한 ∙ 해저열수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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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전략

� •� (친환경 자원탐사 강화)�개별 광물자원 특성을 고려한 비파괴 자원탐사기술(전자탐사,�

고주파음향탐사)�적용을 통한 친환경 자원평가기술� 확보 및 심해환경평가 국제 표준� 주도

※ 생태계 중심의 해양환경 연구강화로 친환경 책임개발 이행 및 국제적 거버넌스 대응기반 확보

 • (신해양자원 개발 시너지 강화) 대양 ․ 극한환경의 바이오-광물자원 연계 해석을 통한 활용 

원천기술 확보

※ 열수분출공 등 극한생명체와 광물자원 연계 지역 확보를 통한 신해양자원 개발 시너지 강화 

� •� (유관기관 협력 강화)� 심해저 자원 상업생산 역량강화 및 개발여건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비파괴 자원탐사 기술 개발/도입, 희유금속 추출을 위한 제련공정 개발, 공해상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대응, 경제성 분석 등

【� 관련 정부 정책 】

￭ 정부는 중요 금속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91년 경제장관회의(제11차)�및 ’0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5차)�의결로 사업 수행(태평양,�인도양,�도서국 EEZ�등 5개 지역에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 독점탐사광구 11.5만㎢를 획득)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자원의 개발 등):정부는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이를 시행하여야 함(’17.4)

￭ 국정과제 3-3-62(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강화)의 세부 이행과제로 남·북극 등 대양진출 확대와 국제
해양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과제로 포함

￭ 「해양수산 R&D�산업화 촉진전략」중 ‘전략2�극한환경 극복을 통한 심해저 자원 확보’�추진(’16.6)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5대 추진전략 중 ‘2.�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의 중점과제 ‘2-1.미래 해양자원 개발’�제시(‘10.12)

개발가치 증대)�
자원량 확보 및
희유금속
추출기술

MSTEC(일본)

BGR/GEOMA
R(독일)

확보 진행 중. 채광기 
제작 및 시험채광 
완료

시추 및 비파괴 
탐사기술 미확보(60%)

∙ 희유금속 추출기술 
미비(10%)

망간각 자원량 
평가(80%)

∙ 희유금속 추출 
기술 개발(75%)

(미개척
신해양자원 발굴)�
극한환경에서의
유용자원 가치
평가

JAMSTEC

(일본)

∙ 고품위 희유금속 
퇴적물 광체 탐사 및 
선별, 품위 조사, 
희유금속 기원･성인 
연구 및 예상 자원량 
평가 진행

∙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대양 극한지 일부  자료 
획득; 희유금속 기원･ 
성인연구 
초기단계(10%)

∙ 인도양/태평양 
대양저 고품위 
지역 선별 및 
자원량 예측(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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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양연구 핵심 인프라 운영과 플랫폼 공동활용으로 국가 해양과학기술 고도화

해양연구 첨단 인프라와 관측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한 해양과학기술 기반역량 제고

￭ 역할 개요

•� (배경)�해양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첨단 연구 인프라와 관측 플랫폼 기능의 고도화 필요

성 증대

•� (목표)�해양연구 인프라 운영과 관측 플랫폼 기능 고도화

•� (의의)�해양연구 인프라 및 관측 플랫폼 기능 고도화로 해양연구 질적 향상과 효율 증진

【� 연구추진 방향 】

￭ 해양연구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첨단 해양연구장비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고품질 해양과학자료 생산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과학 데이터·시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기술기반 해양연구 역량 강화 지원

￭ 글로벌 해양관측 플랫폼 기능 고도화
�•�연구선·탐사장비 기능 고도화 및 공동활용

�•�천리안 해양위성 시리즈 개발 및 운영기술 고도화

�•�해양원격탐사 멀티플랫폼 활용 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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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현황 및 중장기 로드맵

연구분야
세계 최고 수준 KIOST�보유 기술

기관명 기술수준 현재(2019년) 2029년

연구선·탐사장비
기능고도화 및
공동활용

JAMSTEC,�
IFREMER

∙ ROV 및 AUV의 
직접 운영

∙ 일부 연구팀 ROV 
개별 운영, ROV 
임차운영 

∙ ROV, AUV 도입, 
직접 운영

WHOI,

MBAR(미국),

JAMSTE(일본),

GEOM(독일),

CSIRO(호주),�
NOC(영국)

∙ 다양한 기능과 
형식의 운영체계 및 
전문가 그룹 보유

∙ 다목적 연구선 
보유(글로벌급 1척, 
오션급 1척, 
지역해급 1척 등)

∙ 글로벌급 스마트 
연구선 설계/건조 
기반 구축

천리안 해양위성
시리즈 개발 및
운영

미항공우주국

(NASA)

∙ 극궤도 해색위성에 
대한 정규산출물 
전세계 서비스 중, 
산출물별 검증 
결과제공 포함

∙ SeaWiFs에서 
MODIS에 걸친 여러 
위성자료를 이용한 
장기 해색 
데이터베이스 제공 

∙ GOCI-II 산출물 
개발 및 검보정에 
필요한 원천연구를 
수행 중(70%)

∙ GOCI-II 
주요산출물 자료와 
품질 보고서 
제공(GOCI-II 자료 
국제적 신뢰도 
확보)(90%)

∙ 장기 
해색위성(GOCI-I∼
GOCI-II 
데이터베이스 
제공(90%)

Eumetsat

Marine

Center� (EMC)

∙ EMC는 센티널3 등 
위성자료 실시간 배포 
지원 중

∙ 해양위성 운영 및 
해양현안 발생 시 
위성분석 결과 
지원(70%)

∙ 해양위성 무중단 
운영 지속 및 
해양현안 발생․예측 
지원자료 
제공(80%)

해양원격탐사
멀티플랫폼
활용기술

미국 통합해양

관측 시스템

(US-IOOS)

∙ 다중플랫폼/센서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통합 해양 
관측망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임

∙ 통합 해양관측망 
구축을 위한 다중 
플랫폼/센서 
활용기술개발과 
리빙랩 운영 
단계임(60%)

∙ 해양원격탐사 
멀티플랫폼 기반 
해양 재난/재해 
감시 기술 
개발(80%)

￭ 추진 전략

� •� (연구선·탐사장비 기능고도화)

  연구선의 운항장비 및 관측장비의 수리, 교체,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을 실시하여 정확한 
해양조사 데이터 제공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산·학·연 기관간 공동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선 공동활용 운영체계’ 마련

  산-연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급 스마트연구선 설계 및 스마트 연구선단 운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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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부 정책 】

￭ ‘우주개발중장기계획(’13.11)‘,�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11)’에 천리안 위성 시리즈 개발이
계획 됨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에 제시된 4대 전략 중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의
‘12.�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장동력 육성(공간정보,�항공우주)’�및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의 ‘17.�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18.�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추진과제에

부합함

￭ 위성을 통한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광역 모니터링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해양수산부 해양과응능력
향상’과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강화 및 해양자원경제영토 확보’,�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해양이용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해양수산 R&D�중장기 계획(‘14~’20)의 3대 추진 전략 중의 하나인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와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를 실현함에 있어 중요한 위성관측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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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획의 목표와 범위

￭ 본 기획연구의 목표는 국가 해양과학의 새로운 기회탐색을 위한 심해 근접 탐색용 잠수정 도입의
방법에 대한 도출임.

￭ 본 기획연구의 범위는,�연구장비로서의 심해근접 잠수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심해근접
잠수정이 갖추어야 할 주요기능 분석,�현재적 수요에 대응 가능한 상용 잠수정의 제원분석,�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운영인력의 직무분석,�잠수정 운영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기획의 범위로

하고 있음.

￭ 심해 근접 탐색용 잠수정 도입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임무센서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중소형 연구선 혹은 항공기 도입의 예산과 규모면에서 유사하며,�연구선 혹은 항공기

운영을 위한 운영전문인력(파일럿,�정비사,�임무센서 운영)의 확보도 고려되어야 함.

￭ 본 기획연구는 기관의 연구장비 로드맵 구축의 주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연구진들이
연구장비 선정시 검토해야 할 주요한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여,�장비 선정에 필요한 주요 제원을

설정시 준거자료로 활용될 것임.

￭ 본 기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해외 선진 사례 분석(Chap� 2),�해외 유수 기관의 연구장비
도입 설문을 참고하여 3회에 걸쳐,�연구원 내부 및 전문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주요 수요를 분석하였고(Chap� 3.),�해외 선진지 견학,�상용 연구장비 제조사와의 시담을

실시하였음(Chap.� 4).�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운영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음(Chap�

5.)

￭ 본 기획연구는 특정 연구장비의 선정을 위한 기획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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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입 대상 심해근접 탐색용잠수정 체계의 정의와 종류

￭ 본 기획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음.

1)�심해에 대한 정의는 수심 200m�이상을 의미함.�

2)�해저면 근접은 해저면 착저를 포함하여,�탐사에 적합한 근접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함.

3)�광역 해저면 근접 탐색용 자율무인잠수정(Autonomous�Underwater� Vehicle)

4)�협대역 해저면 근접 탐사 및 작업이 가능한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emote�Operated�Vehicle)

5)�잠수정을 모선에서 진수하고 회수하는 지원체계(Launch�&� Recovery� System)

6)�잠수정으로부터 취득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Post-Processing� System)

7)�잠수정 운영 전문 인력 및 활용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8)�모선은 대형연구선 이사부호만을 상정하고 있음(이사부호 기능고도화 사업 대비).

그림 6 기획의 목표와 범위

그림 7 본 기획 대상 심해무인잠수정체계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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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심해근접 탐색용잠수정체계 활용 연구의 기대효과

￭ 심해 근접 탁생용 잠수정체계의 도입으로 확장될 심해 해양연구의 대표적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해양 퇴적물 희토류 및 희소 광물자원탐사

�•�해양 극한생물 생태 및 생명현상 연구

�•�심해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

�•�대륙붕 석유 및 가스 자원 탐사

�•�국가 재난 대비

￭ 잠수정 체계 활용연구에서 요구되는 잠수정의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대상 해저면에 대한 영상자료 취득

�•�지형 및 광체 추적을 위한 지구물리탐사 시스템

�•�해수 측정 및 해수시료 취득

�•�암석 시료 취득

�•�퇴적물 시료 취득

�•�생물시료 취득

�•�해수 여과 장치

�•� 3차원 위치추적 및 광학 측정 시스템

�•�영상 자동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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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의 대표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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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획연구의 결론

￭ 심해 해저근접 정밀 수중탐색용 잠수정 체계에 도입에 대한 로드맵

� •�대형연구장비(심해용 AUV(100억),� ROV(50억)�각� 1대 및 진회수 등 부대시설과 모선 개조 비용,�

초기 도입비용 150억원+α)

�•�신규 전문운영인력 8인(파일럿,유지보수,자료처리)

�•�유지보수지원시설(육상 유지보수시설)

�•�운영훈련(제조사 훈련:�준비태세 및 Tool�운영기법)

￭ 대형연구장비 도입 심의 대응

� •�연구선 기능고도화 프로그램으로 대응 예정

�•� 1억원이상 연구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심의

�•� 5억원이상 연구장비 심의시,�연구장비 도입기획연구 첨부

�•�연구장비 도입기획연구 안에는 기관의 연구장비중장기 로드맵 제출 필요

�•�필요시,�잠수정 운영모선 계획과 병행할 수도 있음.(온누리호 대체선 기획)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체계 도입 로드맵

항목 FY+1(2020) FY+2(2021) FY+3(2022) FY+4(2023)

연구원 전체 연구 장비
도입 로드 맵

기관 R&R 기반 연구
장비 로드맵 작성

6,000m�급 AUV 중기재정반영 NFEC심의 및 조달 제조 및 납품 본 탐사
4,000m�급 ROV 중기재정반영 NFEC심의 및 조달 제조 및 납품 본 탐사
대양연구선(이사부호,�
온누리호)�개조

중기재정반영 설계 개조실시 본 탐사

정비동 개선 중기재정반영 기능설계 및 건설 혹
은 개조 정비용 장비 구축 본 운영

운영인력
중장기 인력관리 계
획 수립

전환 및 신규관측사 
8인 확보

제조사 교육훈련
(Polot, 정비) 정기훈련



제2장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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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2.1.� 심해저 근접 탐사용 무인 잠수정 체계 소개

￭ 기존 연구선을 이용하여 자료 취득이 어렵거나 샘플 채집이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인
잠수정이 사용되고 있으며,�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무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중 무인 잠수정은 수중에서 해저 자원 탐사,�재난 예측,�해저 환경 자료 수집 등의 민간 분야와 정찰,�
감시,�기뢰탐색 등의 국방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수중용 무인체계로,�원격 제어

잠수정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과 자율 운항 잠수정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이 대표적인 무인체계 시스템임.

￭ ROV�는 선박(모선)�위의 조종사들에 의해 제어되는 수중 탐사체로,�전력과 통신을 공급하는
‘엄빌리컬(Umbilical)�케이블’을 통하여 선박과 연결됨.�일반적으로 대형 ROV는 모선과 함께 운영되며

해저 광물 채취 및 해저 생태 연구,�해양 구조물 보수 작업 등에 주로 활용됨.�대부분의 ROV에는

이미지와 영상 확보를 위한 스틸 카메라,�비디오 카메라,�광원이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모선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초기 개발 목적은 수중 파이프 등 수중 건설 공사를 위한 목적이었으나,�이후 연구 목적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

￭ 크기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그 중 대형 ROV는 진·회수를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할 만큼 규모가
큼.� ROV�는 테더의 한계 (반경 1km)내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고 기후나 수심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술적인 운용으로 인한 전력 소모가 없는 한,�운영 시간에는 한계가

없는 장점이 있음.

￭ AUV는 사람의 간섭 없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임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중 무인
로봇으로 모선과 연결되는 케이블이 없이 자체 전원을 탑재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다양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음.�일반적으로 고해상도의 매핑,�해수측정,�해수의 표본 취득과 같은 작업을 주고

수행하며,�추가 센서에 따라 작업의 내용이 달라짐.

￭ AUV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크기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경우에 따라 전용 지원 선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일반적으로 길이 2~10m,�지름 0.2~1.3m�의 어뢰 형태 AUV가�많음.� AUV는

ROV와 달리 선박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ROV�보다 더 빠르고,�이동성도 좋아 조사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는 반면 선박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력 사용에 한계가 있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강한 조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며 전파 방해,�충돌 위험 및

장애물로 인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음.

￭ AUV의 운영 시간은 그 목적과 페이로드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며,�다양한 유형에 따른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열 충전식 등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함.� AUV가�임무를 마치게 되면

마지막에는 보통 해수면으로 상승하여 회수를 위한 대기를 하게 되며,�임무를 완전히 끝내고 복귀하면,�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은 원시 자료를 다운 받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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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의 해면파 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잠수정의 안정성은 이미지의 흔들림을 줄이거나 음파의
전달거리를 최소화하는 등의 이점으로 인하여 해상도와 영상화된 물표의 위치정확도가 수상함에서의

탐사자료보다 월등히 높음.�

￭ 기존에 무인잠수정의 자료는 GPS나 무선데이터통신의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Williams� et� al.�
2010)�탐사자료의 위치정확도가 수상선 자료에 비해 낮았으나,�최신의 음향수중측위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향상되어가고 있음.�

￭ 특히 INS(관성 항법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AUV의 위치확인 시스템의 정확성이 발전됨에 따라서,�
AUV를 기반으로 하는 해저 음파 탐사와 광학적 측량 자료는 현대 해양학에 중요한 기여하게 되었음.�

￭ 고도화한 잠수정 자율운항 기술은 수집한 자료의 지리적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조사 중에 사용자가
지정한 고도와 위치를 유지하며,�동일한 지점을 반복조사 하는데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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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현황

￭ 앞서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인 잠수정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 및
운용되고 있음.�무인 잠수정의 개발은 고고학 연구 목적으로 1953년 ROV�형태로 시작되었으며

군사용으로의 수중로봇은 미 해군이 1958년 ROV�형태의 CURV를 개발하여 1963년 수중 침몰한

Thresher�잠수함을 탐사하는데 사용되었음.� 1966년에는 미 공군 B-52�폭격기가 스페인 Palomares�

해저 869m에서 분실한 수소폭탄을 회수하기 위하여 CURV-I가�성공적으로 사용되었음.�

￭ 1980년대 초 북해를 비롯한 해저에서의 유전 발견이후,� ROV는 산업용으로 널리 운용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서는 ROV형태의 SLQ-48�MDV(Mine� disposal� Vehicle)을 개발하여 기뢰 탐색 및 제거에

활용되었음.�그 이후 1990년대에 운용된 무인 잠수정은 분야에 상관없이 대부분 ROV의 형태를

띠었으며 AUV형태는 고가이거나 연구개발 수준으로 그 당시에는 거의 실용화되지 못하였음.

￭ AUV의 개발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어뢰형 AUV가�제조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 기술이 확산되어 AUV의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어 실제 해양환경에서 시험을

마쳤으며,� 2000년 이후 개발 및 상용화 되었음.�현재까지 수중 잠수정 산업은 모션,�동시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Mapping),�경로 계획,�센서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중 임.

￭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 이외에 혁신적인 신소재,�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힘입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독일,�노르웨이,�스웨덴,�일본 등의 해양 선진국들은 해저 및 심해에서 특수 목적의 탐사 또는

작업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수중로봇을 연구 개발하여 군사용과 해양과학 연구 및 산업용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해저케이블의 매설과 검사,�해저광산의 탐광,�해저 구조물의 설치 지원 및 검사 등의

매우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음.�특히,�멀티빔 음향측심기,�사이드스캔소나 등을 탑재한 수중로봇은

기존의 선박에 기반을 둔 과학 활동의 가장 전통적인 임무인 해양조사 활동에의 운용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수중로봇 연구개발 및 운용 중인 국가는 약 20여개 국가로 600여 종류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며,�주요 해양선진국 중심의 기술개발 및 운용 현황은 표 2.3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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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현황

￭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은 해양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늦게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선박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초 및 핵심기술이 축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무인 잠수정 체계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1970년 대 후반부터
진행된 어뢰체계개발,�잠수함체계개발,�예인선배열소나체계(TASS)�및 선체고정소나(HMS)�등의

수중무기체계 관련 센서 체계개발이 수중로봇 관련 기반기술 확보에 출발점이 되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1987년에 수심 250m급 탐사용 유인잠수정 해양250의 개발

성공하였으며,� 1992년에는 수심 300m급 수중로봇 무인탐사기 CROV300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음.

￭ 본격적인 무인잠수정 체계 개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와 러시아의 IMPT와 공동으로 1996년 국내 최초 UUV인

OKPO-6000을 개발하여 해양탐사에 운용한 바 있으며,�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97년 SSBL과

자세센서를 융합하고 유속계 신호를 이용하여 항법 필터를 구현한 Hybrid�항법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200m급 AUV� Test� Bed인 VORAM호를 개발하여 수조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2000년대 진입하여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대양전기공업과 공동으로 국내 처음으로 군사용 MDV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 SAUV를 개발하였고,� 2007년에는 국내 최초의 6000m급 심해탐사용 ROV인

해미래를 개발하였음.�해미래는 길이 3.3m,�폭 1.8m,�높이 2.2m의 사각형 형태로 중량은 3,660kg�

정도이고 8대의 수중카메라와 2개의 로봇팔이 달려있음.� 2009년에는 직경 0.2m,�길이 1.58m,�중량

38kg으로 수중 200m�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항하면서 탐사할 수 있는 이심이를 개발하였으며,�해양

자원탐사와 함께 우리나라 연근해를 비롯한 수중 오염조사와 정밀지형도 제작,�해저 침몰 물체 탐색,�

연안ㆍ항만감시 등에 활용을 목표로 개발되었음.

￭ 주요 성과로는 6,000m�급 ROV�해미래가 2006년 개발되었으며(정부투자 개발비 약 200억원),�
해미래를 운용기술 확보와 무인잠수정 개발을 위하여,� 2013년~2017년(5년 77억원)� “심해 유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라 구축 연구사업”이 진행되었음.

6,000m�급 해미래를 이용하여,�

2007~2009� :�동해메탄하이드레이트발견해역조사(수심 1,450m,�1~5차)

2013~2015� :�동해저특이지역해저환경·저서생물조사(수심 327~2,032m,�6~7차)

2016.03.~04.� :�태평양마리아나해저분지(수심 1,500/3,100m)�열수분출공탐사

2017.10.� :�북서태평양해저화산(수심 1,500~2,600m)�망간각광물자원탐사

2019.8� :�동해울릉도기저부탐사

등이수행되었음.

￭ 6,000m�급 해미래는 연구선 온누리호와 이사부호에서 운영 가능함.
￭ 해미래의 초기 설계 특성상,� “해누비”라는 견인장치와 함께 운영되며,�해누비와 연결된 30~� 50m�
정도의 케이블의 한계로 인하여,�관찰 지점이 정확한 식별된 협소한 지역에서 탐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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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팔등의 노후화로 과학자가 요구하는 샘플링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해미래 개발을 통해,�국내 수중 로봇 관련기업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투자한 해미래
운영기업(K-Offshore)이 운영되고 있음.

￭ 심해용 로봇 개발 관련하여,�연구소 기술이 민간기업(대양전기,�수테크 등)으로 이전되었으며,�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중 로봇이 개발되고 있음.

￭ ROV�플랫폼 개발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과학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각종 센서 및 시료채취 기능은
아직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해미래 운용의 횟수가 연 1회 정도로 극히 작아,�해미래 유지보수 및 운영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극히 낮은 것은 실제 운영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ROV�뿐 아니라,� AUV가�도입될 경우에도 활용빈도를 높이고,�관련 전문기술인력이 집중하여
운영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활용기회의 확보에 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ROV의 필요성은 국내 여타 기관에서 천해용 ROV를 도입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됨(표 2.2).
￭ 국내 기관에서 도입된 ROV의 대부분은 300m�이하의 관찰용 ROV이며,�케이블 포설용 특수
건설로봇와 해군의 해난구조용 ROV가� 1000m를 넘는 대형급에 속함.

모델 및 제작사 제원 및 특징

OKPO6000 (대우조선해양)

- 제원: 3.8m(L)×0.7m(d), 950kg
- 성능
  · 운용수심: 6,000m 
  · 운용시간: 10시간@3kts
- 특징/임무
  · 센서: Video camera, SSS, 회피소나
  · 심해저탐사, 해양조사

SAUV(한국해양연구원/대양전기)

- 제원: 3.2m(L)×0.75m(W)×0.99m(H), 450kg
- 성능
  · 운용수심: 100m (설계수심: 400m)
  · 운용시간: 6시간@3.5kts
- 특징/임무
  · 센서: CCD camera, SSS, 4관절 로봇팔
  · 연구용, 기뢰제거용 MDV

표.10 대표적인 국내 무인 잠수정 주요 모델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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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래(한국해양연구원)

- 제원: 3.3m(L)×1.8m(W)×2.2m(H), 3,667kg
- 성능
  · 최대수심: 6,000m
  · 운용속도: 1.5kts
- 특징/임무
  · 센서: CCD camera, 2개의 로봇팔, 40kW 전원 
  · Depressor 분리형 ROV, 연구용

CR200(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제원: 2.5m(L)×2.0m(W)×2.2m(H), 약 500kg
- 성능
  · 최대수심: 200m
  · 운용속도: 1.0kts
- 특징/임무
  · 센서: CCD camera, Scanning Sonar, 생체모방

이심이(한국해양연구원)

- 제원: 1.58m(L)×0.2m(D), 38kg
- 성능
  · 운용속도/거리: 3kts/20km 
- 특징/임무
  · 동력: 리튬-폴리머 배터리
  · 센서: ATM, AHRS, Depth, Sonar, DVL
  · 천해역 해양과학조사, 해저지형 맵핑

구매처
ROV� type� (ROV�분류)

(제조국가 /�제조사)
운용수심/파워 사진

KT� Submarine

(해저케이블 시공)

Plough
(영국 / SMD) 1500m

Trencher
(영국 / SMD)

2500m
500HP

Trencher
(미국 / Perry Slingsby)

2000m
300HP

해군 (2대)
Heavy Work Class
(미국 / Schilling Robotics)

3000m
150HP

표 11 국내 도입된 상용 ROV 현황((주) 로보스텍의 시장분석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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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I
Light Work Class
(미국 / Sub-Atlantic)

2000m
47HP

Ocean� C&I
Rock Berm ROV
(일본)

200m
400HP

한국폴리텍대학

중앙11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경찰

Observation Class
(영국 / SAAB Seaeye) 300m

한국해양수산연수원
Observation Class
(미국 / Sub-Atlantic) 300m

해군

(2대)

Observation Class
(스웨덴 / Ocean Modules) 500m

해양경비안전서

(1대)

Observation Class
(영국 / Predator II) 300m

연구소,�대학,�

기업체 등 다수

(약 10대)

Observation Class
(Mini ROV)
(미국 / VideoRay)

300m

연구소,�대학,�

기업체 등 다수

(약 5대)

Observation Class
(Mini ROV)
(미국 / Seabotix)

150~300m

한국해양과학기술원

Observation Class
(Mini ROV)
(일본)

150m

소방,�기업체 등 다수

(약 10대)

Observation Class
(Mini ROV)
(캐나다 / DeepTrekker)

100~200m

연구소,�대학,�소방,�기업체
등 다수

(약 20대)

Observation Class
(Mini ROV)
(미국 / BlueRobotics)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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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업 ROV�시장 및 기술동향

￭ 2010년,�세계적인 ROV�판매량은 전체 약 8억 5000만 달러에 이름.�이중 약 50%는 석유 및 가스
등 해저 자원 탐사용이었으며,�국방·안보 및 과학연구를 위한 ROV의 매출은 각각� 25%를 이루었음.�

ROV�가�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바로 해저 자원 탐사를 위한 시추,�국방 안보,�학술 연구 분야임.

￭ ROV�시장은 특히 1)�비용이 절감되고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소형 ROV,� 2)�잠수정에
배치할 수 있는 센서와 로봇의 증가,� 3)�연구장비에 비하여 상대적인 저렴한 비용 등이 주요 동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ROV�기술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플랫폼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ROV는 여전히 정교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만 널리 도입된 만큼 동일원가에서 지속적인 비용 감축,�

또는 성능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인터페이스의 단순화’임.�대부분의 사용 중인 ROV에는 여러 대의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은 잠수정의 상태를 관측하고 탑재된 카메라와 영상의 확인하며 로봇 팔을 조종하기도 하고

자료수집 장치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한 목적임.�요즘은 한 화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키는 추세이며,�이러한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함.�

￭ ROV와 장비 제조업계는 시스템의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현재는 플랫폼과 탑재 연구 장비를
통합하기 위하여 애프터마켓(after-market,�제품이 판매된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2차 시장)을 거치지만 앞으로는 기능적 통합은 ROV와 탑재 시스템의 설계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두 번째는 ‘효율적인 자료 전송’임.�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화질 카메라와 비디오로 인해 ROV에서 생성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이 상향되었고 이는 원격지까지의 자료 전송의 효율성에 대한 기술 수요가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결과적으로 대부분 테더에 사용되는 비디오전송 시스템은 HD�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보다 큰 전송 대역을 수용할 수 있는 광섬유 케이블로 대체되어야만 함.�그럴 경우

ROV가�밀리미터 두께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해상과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테더의 지름이 작아 저항도

줄어들게 됨.

￭ 세 번째는 ‘ROV의 소형화’임.� ROV의 평균 크기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줄어들고 있으며,�대형 ROV�
보다 기동성도 좋고 운반이 더 쉬운 장점이 있음.�한 명 또는 두 명의 선원에 의해 진수되는 소형

ROV는 여러 명의 운영자가 필요한 대형 진·회수 시스템(LARS)을 갖춘 잠수정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대형 ROV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과거에는 잠항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수용하기 위해 대형 잠수정이 필요했지만,�페이로드,�
카메라,�그리고 로봇 팔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필요한 잠수정의 크기도 줄어들었음.�다만 해양

건설이나 페이로드 기능이 중요한 임무에서는 예외임.�와이어 혹은 케이블의 지름을 줄여 더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경량화는 중요함.

￭ 마지막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ROV(HROVs)’임.�하이브리드 ROV는 테더를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ROV로,�테더의 영향 없이 프로그래밍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시스템은 테더로 인한 간섭이 없기 때문에 주변 장애물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이 없고,�활동

반경의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음.�현재 Work-class�의 상용 HROV도 있으며,�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소형 HROV�모델을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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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업 AUV의 시장 및 기술동향

￭ CGGC� (The� Duke� University� Center� on�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Competitiveness)가�
실시한 업계 인터뷰에 따르면,� AUV에 대한 2012년도 연간 세계 지출액은 대략 2억 달러로,�대부분이

미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음(Lukas� C.� Brun,� 2012).�

￭ 최근 군사·보안 산업은 AUV�매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으로는 약 30%,�석유 및
가스 등 자원 탐사 분야는 AUV�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이 시장은 2017년 현재 6억

7,150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8억 3,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BCC� Research,� 2018).�

￭ 판매된 AUV의 70%�이상은 수심 200m�이하 급으로 소형화,�경량화,�천해용 AUV�의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함.�천해용 AUV�중 약 30%는 수심 30m�미만에서 운영됨.�향후 AUV의 판매량은 대부분이

소형 AUV가�차지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매출의 경우 높은 단가의 대형 AUV가�우세할 것으로

예상됨.

￭ AUV의 개발 및 상용화는 ROV보다 늦게 이루어졌음.� AUV의 상업적인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1985년이며,�현재 존재하는 AUV의 75%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제작되었음.�

￭ 아직 개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탑재 장비 혹은 센서와 비교하였을 때 플랫폼의 비용이 더 높음.�
AUV는 잠수정 자체가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AUV�플랫폼은 평균적으로 66~75%의

비용(ROV의 경우 40%)을 차지하는 반면 계측 장비는 AUV의 25~33%를 차지함.�

￭ 이 비용의 비율은 AUV에 어떤 페이로드를 장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플랫폼의 총 AUV의
비용 비율은 잠수정의 점진적 기술혁신이 구현됨에 따라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AUV의 기술 동향은 크게 기능 향상,�임무 수행 시간의 장기화,�필요한 전력 감소,�그리고 소형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AUV의 첫 번째 기술 동향은 ‘기능 및 성능 고도화’로,�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향상 시키는 것임.�일반적으로,� AUV에 탑재된 계측 장비의 수가 많을수록 소비 전력이 많아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기 때문에 계측 장비의 경량화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예인형 시스템을 이용한 탐사보다 2~3배 빨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지뢰 탐지 및 제거를 위한 군사 산업용 AUV가�개발되고 있으며 Scripps�해양연구소,�워싱턴

대학,�미 해군은 최대 6개월까지 잠수정을 탐지하고 원격 탐사할 수 있는 천해용 ‘XRay� Flying�Wing’�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음.

￭ 두 번째 동향은 AUV의 운영 가능 시간을 늘리는 것임.�현재 AUV는 최대 1년까지 운영 가능하며,�그
후에는 배터리 교체 및 잠수정 재조정이 필요함.�운영 수명의 한계는 주로 외력에 의한 전력이

소모되었기 때문임.�

￭ 이러한 AUV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소형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전력 소모가 적은 계측 장비와 통신 장치의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 중임.�

￭ 이외에도 해수면 위의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효과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파동 및 생물 모방 기술을
활용한 글라이더를 탑재하여 사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음.

￭ 세 번째 동향은 AUV의 필요 전력을 줄이는 것임.� AUV에는 크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재된 계측 장비,�네비게이션,�컴퓨터 및 통신 장치 등의 전력이 필요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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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AUV�전방 추진력은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부터 발생함.�

￭ 하지만 탑재된 배터리의 수와 크기에 대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AUV의 임무 수명에는
한계가 존재함.�또한 배터리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함께 장착할 수 있는 페이로드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요한 결점이 됨.�

￭ 글라이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수정의 부력과 날개의 변화를 이용하였으며 글라이더 날개에
생체역학적 요소를 활용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마지막 기술 동향은 탑재된 장치와 잠수정의 소형화임.�로봇과 전자 장비에 나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작고 매우 정교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노기술이 발전할수록 AUV�또한 ROV와

마찬가지로 소형화 될 것으로 예상됨.

AUV�Operator AUV�Model Maximum�Operating� Depth

Monterey� Bay� Research� Institute

Dorado 200m
Tethys AUV None
Benthic Rover 6000m

National� Institute� for� Undersea�
Science� and� Technology

Eagle Ray AUV 2200m
Mola Mola 6000m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Explorer class C-scout 3000m

Cornell�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AUV None
PeRL� at� University� of�Michigan Ocean Server Iver2 100m
NURC�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UNCW)�

AUV Eagle Ray None
Ocean-Server Iver 2 (from PeRL) 200 m

Florida� Atlantic� University Morpheus None
Georgia� Tech� Research� Institute� Yellowfin AUV None

MIT� AUV� Laboratory�

Odyssey IV  6000m
Caribou (Custom built by Bluefin 
Robots) 3000m
MIT LAMSS Bluefin 21 4500m

Waitt� Institute� of� Discovery Mary Ann and Ginger REMUS 6000 6000m

International� Submarine� Engineering�
(ISE)� Canada

Explorer 300-5000m
Arctic Explorer 5000m
Theseus AUV 1000m

표 12 전 세계  탐사용 AUV 운용기관과 보유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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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lider� Fabrication� Centre� (SFC)�
at� the� University� of�Washington�

Seaglider 1000m

Bluefin� robotics

Bluefin9 200m
Bluefin12S 200m
Bluefin12D 1500m
Bluefin 21 4500m

Ocean� Server
Iver 2 580-S 100m
Iver s 580 EP 100m

YSI� Integrated� Systems� and� Services� Ecomapper 200m

C&C� Technologies� Survey� Services�

C-Surveyor II  3000m
C-Surveyor III 4500m
C-Surveyor IV 3000m
C-Surveyor V 3000m

Fugro� Survey

Echo Mapper II  4500m
Echo Surveyor I 3000m
Echo Surveyor II 3000m
Echo Surveyor IV 3000m

Natural� Resources� Canada� (NRC)
Explorer Class vehicles (Yamoria and 
Qaujisati) 5000m

Phoenix� International�
Phoenix 21 4500m
Bluefin 21 4500m

Columbia�Group Proteus 45.72m
Falmouth� Scientific� Inc SAUVⅡ 500m

Lockhead�Martin

Marlin Mk1 300m
Marlin Mk2  4000m 
Marlin Mk3 4000m 

Virginia� Tech� (VT)� Autonomous�
Systems� and� Controls� Laboratory�

VT HSAUV 500m
VT Self Mooring AUV 500m
VT 475 AUV None
690 AUV None

Marport� Deep� Sea� Technologies SQX 500 5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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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V(Autonomous� Unmanned� Vehicle) ROV(Remote�Operated� Vehicle

주목적 측선 기반 탐사 정점 기반 조사

작동방식 프로그래밍된 미션 원격 작업자

작동시간 최장 80시간 무한정

부가장비 진회수 시스템, 후처리 소프트웨어 작업수심에 따른 케이블, 윈치, 윈치파워팩, 제
어모니터링룸, 비디오기록장치, ROV 추가도구

탐사면적 750 to 1100 km per week 반경 500m

주요기능 지구물리탐사, 광학카메라 촬영 및 시료채취, 센서 진회수 지원

조정자 필요 없음(사전 프로그래밍) 항시 3(조정, 항법, 미션)인 대기 상태

모선 DP�지원여부 필요 없음 DP 시스템 필요

운항방식

직선운항 정점 운항

조정용 케이블 필요없음
복수의 통신용 광섬유 및 고압 전기를 전송할 
구리선으로 구성된 장갑케이블 필요. 운용수심
에 따라 케이블 길이 변동. 윈치 크기 변동

실시간 조정장치 필요 없음

항시 3인 운용(2 pilot, 1 surveyor) 체제 지원
을 위한 Control Van 필요

표 13 무인잠수정체계 중 자율운항무인잠수정과 원격제어잠수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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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회수 시스템

AUV 진회수를 위한 고유장치 필요

ROV 진회수를 위한 고유장치 필요
교육훈련 제조사 3주 제조사 8주
시료채취 기능 없음 로봇팔 및 추가 유압도구 제공



� 0038�  제2장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2.6.� AUV를 이용한 대표적 해양 과학 분야

2.6.1. 심해 저서생물의 서식지 탐사

•�AUV는 해저의 기질,�지형구조,�퇴적물 조성,�형태 등 저서생물 서식지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선체에 고정되어 있는 음향장치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현재 심해에서 고해상도의 저서서식지를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은 AUV나 다른 자율 운항시스템을 사용

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함.�해저가 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침전물 운

반 및 퇴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저 퇴적물 정보는 저서서식지 매핑 및 저서관측

연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정보가 됨.

•�최근 지난 5년(2015~2020)�동안 음향 및 수중 영상 관측 장비의 해상도가 향상되고 AUV의 탑재 센

서의 소형화로 인해 심해 서식지를 식별하고 관련 있는 생물 군집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

달하였음.�

•� AUV로부터 얻은 고해상도 음향 및 이미지 자료들은 서식지의 환경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써 활용되고 있음.�저서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정밀 위치 정보가 포함된 광학영상,�멀티빔

음향측심기에 의한 해저지형 및 후방 산란,� CTD�분석,�그리고 형광계 데이터 측정 및 유색 용존 유기

물(CDOM),�탁도 및 저서환경관측 표준 위치에서 광합성 활성 방사선(PAR)�등이 있음.�

•�호주 해양 통합 관측 시스템에서는 종합적인 저서생태계 기초정보를 확보하고,�저서군락의 기후 변동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계측용 AUV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AUV의 정밀한

고해상도 광학 및 음향 이미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림 36 해저면 박테리아 매트 분포 영상 모자익 사례(Karen G. Lloyd, et. al, 2010)

•� Teledyne사의 AUV� Gavia,� Kongsberg� Maritime사의 Hugin� 3000,� ISE사의 Explorer급 상용 AUV�

경우 탑재된 수심 측량 자료를 후방 산란 자료와 함께 해석하여 퇴적물의 크기와 텍스쳐에 대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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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지형구조 및 서식지 면적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는 데 사용되었음.�

•� 해저 서식지는 단순한 퇴적물 뿐 만 아니라 어패류 양식장,� 암초들,� 슬러지 등과 같이 다양하여 이를

식별하기 위하여 구분된 구획으로 매핑하고 있음.� 이러한 고분해능의 음향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해저서식 지도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 할 수 있음.�

•�또한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된 AUV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해저 서식지 공간 계획을 수행하고 종 분포

를 매우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음.� AUV가� 저렴해지고 반복수행을 위한 시간적 관측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서서식지 매핑을 통한 서식지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임.

2.6.2. 해양 지질 및 자원탐사

•�AUV는 해양 지질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페이로드를 장착할 수 있음.�해양 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해

양공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탐사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임.�

•�더 나아가 AUV는 가스 플룸이나 대규모 황화 퇴적물과 같은 특정 해저의 특징을 파악하고 식별하고,�

개발 혹은 보존 목적으로 기획할 때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이 중 해양 지질학적 활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지구물리탐사 기능임.�레이저 스캐너,�화학 센서,�

중력 측정기,�그리고 천부지층탐사기,�멀티빔 음향측심기 및 사이드스캔소나를 동시에 사용하여 해저를

구성하는 형상 및 화학조성을 3D�모델로 구축하여 가시화 시킬 수 있음.�

•�이미 AUV를 사용하는 지구물리탐사 시장에서는 상업적 성공을 이룬 바 있으며,�다수의 연구자들이 해

양 지질 분야에서 AUV를 이용한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는 NOAA의 NIUST�

(National� Institute� for� Undersea� Science� and� Technology)가� 수행한 멕시코만 심해의 천연 석유

및 가스의 유출과정 연구임.�

•�그들은 ISE가�처음으로 설계한 Eagle� Ray는 어뢰형태의 잠수정과 AUV�MolaMola�두 종류의 AUV를

투입하여 각각�멀티빔 및 천부지층 자료 수집과 고해상도 사진을 통한 모니터링에 활용하였음.�우즈홀

해양연구소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의 Coastal� and� Marine� Science� Centre는

2012년 8월,� AUV� Sentry를 이용하여 지구물리학적 자료와 광학사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AUV를 이

용하여 플로리다 남부의 해저 지자기를 관측하기도 하였음.

정점 정밀 관측용 AUV 측선 관측용 AUV

Hovering Type AUV, Sentry Torpedo Type AUV Eagle Ray, ISE

그림 37 운항방식의 차이에 따른 AUV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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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수산 자원 평가

•� 2000년대 초부터 어업 연구 목적으로 AUV가�사용되기 시작하였음.�상업적으로 중요한 어류 종들 중

다수는 암초에 서식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망을 이용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했지만,�AUV는 암초 바닥

에 사는 어류 및 암초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했음.�

•�또한,�샘플 채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되거나,�잠수부의 잠항 한계로 인하여 조사가 되지 못하는

수심대역에 AUV를 적용하여,�기존 탐사기술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얻고 있

음.�

•� AUV는 어업 연구에 유용한 수중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며 이 영상 자료는 특정

종의 서식지 선호도를 즉시 감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어류의 종을 분류하고,� 크기를

추정하여 어군자원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

•�AUV에 장착한 어군탐지 기술은 대상 어종의 군집 내에서 특정 크기 및 개체군에 대한 정보를 특성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류자원 수단이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으로서 동물플랑크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또한 AUV는 목표 종의 추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 관심 종에는 능동 트랜스폰더를 삽입 하거나

부착하여 수중 청음기 및 수신기 시스템이 장착된 AUV를 이용한 동물의 이동을 감지하고 매핑 할 수

있음.�이러한 추적기술을 통해 백상아리와 표범상어의 이동궤적을 높은 공간 및 시간 해상도로 추적하

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음.

그림38 무인잠수정에 촬용한 어군 비디오를 입력으로, AI기반 자동 레이블링 기술을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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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해수의 전지구 순화과 기후변화 관측 지원 

•� AUV의 강점 중 하나는 수평적인 변동성뿐 만 아니라 해양의 모든 수층에서 수직적인 변동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다른 수단들로부터는 쉽게 얻을 수 없음.�

•�지난 20년 동안,�AUV를 이용한 물리해양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수로측량,�심해 지형 탐

사 및 해류 측정,�난류 구배 측정,�저산소성 해협에서의 물의 순환;�AUV�기반 음향 도플러 해류 프로

파일러 (ADCP)를 이용한 유동장 측정 등이 있음.�

•�이러한 많은 연구는 다른 관측으로부터 자료를 보완하여 해수의 물리적 거동특성을 이해하는데 사용됨.�

수평적(AUV),� 수직적(기존의 정점 수직관측),�그리고 시간적(기존의 한 점 계류)�물성 변동 관측 기술

의 이러한 조합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해석을 가능하도록 함.

•� 일반적으로 특수목적의 해양물리센서가 필요할 때에는 해저매핑 혹은 광학사진 취득용으로 운영되는

잠수정에 개별 잠수정의 구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됨.�

•� 수주의 특성 관측을 위한 센서는 광학 후방산란 장치(예:� 탁도 측정,� 엽록소-a� 및 용존 유기 물질 측

정),� 형광계,� CTD� 프로파일러 및 속도 측정(예:� 음향 도플러 전류 프로파일러;ADCPs)� 등이 있으며,� �

이 중 CTD�관측은 음향 센서의 음속 보정을 위해 사용되므로 AUV에 통합된 가장 기초적인 해양 센

서임.�

•�일반적으로 CTD�계측기는 외부에 장착되어있는데,�센서의 위치는 잠수정 운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반대로 잠수정의 운항이 센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센서의 설치 위치의 선정 등 많은 고

려사항이 검토되어야 함.

•�잠수정에 장착된 CTD�계측기를 이용하면 고해상도의 자료를 수직 및 수평 공간상의 자료를 모선의 도

움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잠수정 기반 관측 자료를 이용하면,� 해수의 물성과 수평적 변동을

기존의 방법보다 고해상도로 계측할 수 있음.

•�해류 속도의 측정은 ADCP를 이용하며,�최근 들어 새로 등장한 AUV�장착 센서로 수괴의 난류를 정량

화할 수도 있음.

•�현재까지 대형 AUV의 활용이 제한되어 왔지만,�업계에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대형 AUV의 활용이 활

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AUV의 추진 구동 장치에서 발생하는 잡음

과,�잠수정 운항에 의해 변동되는 관측 대상에 대한 변동을 제어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음을 줄이는 것

이 해양 난류 지역 내 진행 중인 연구의 초점이 될 것임.

2.6.5. 극지 빙붕 하부 매핑 

•�빙붕 하부 매핑은 지난 10년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제 76조에 따라 해양경계가 확장될 수 있

는 가능성과 함께 상당한 관심을 받아온 주제로서,�일반적으로 공해상에서 해안 조사를 수행하는데,�연

구선 장착 소나 시스템을 사용하지만,�얼음으로 덮인 해역의 경우에는 물류와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됨.�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쇄빙선을 이용하여 수십 년간의 빙하 가장자리를 따라 상당히 많은 자료가

수집되었고,�이와 더불어 헬리콥터 운용 및 해군 잠수함의 의한 자료 취득으로 극지 대륙붕 지역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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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음.

•�최근 몇 년간,�극지 조사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얼음 밑 해저를 위한 장거리 AUV�개

발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 2011년에는 캐나다 이니셔티브는 Sever� Spur로 불리는(~80°N,119°W)�

캐나다 북극권 지역에서 AUV를 사용해왔음.

•�오늘날까지 빙붕 밑의 대륙붕을 조사할 수 있는 대형 잠수정 진수는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얼음 밑을

뚫고 진수하는 방법과 쇄빙선을 이용한 방법으로,�얼음 밑을 뚫고 잠수정을 진·회수 하는 방법은 안전

성과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을 위한 이점이 있지만,�인력과 관측 잠수정의 안전에 대하여 충분히 고

려해야함.

•� AUV는 빙붕 매핑에서 매우 유용한 플랫폼으로 입증되었으나,�해양관측을 위해 AUV를 도입할 시,�장

기간 해저 얼음 아래에서의 운항에 따른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

하여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림39 빙붕 아래에서 탐사를 수행중인 AUV

2.6.6. AUV 및 ROV 탑재 가능 센서

•�개별 잠수정의 기능과 범위는,�수요자의 요구 작업 수심대역과(예.�해저지도,�중층 탐사 등)�및 조사 범

위를 고려하여 설계됨.�

•�무인잠수정에 탑재된 임무체계는 최종 사용자가 요구하는 관측항목에 따라서 장착 및 탈착이 용이하도

록 통신 및 전원,�물리적 형상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임무체계 내 개별 센서의 작동한계는 잠수함의 속도와 내구성 및 운영 최대 심도를 좌우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AUV�임무체계는 수층특성,�해저지형기복 및 해저 후방산란 자료 제공을 위한 멀티빔(또는

간섭계)�음향측심기,�광역의 해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드 스캔 소나,�특정 지점의 해저 이미지

를 수집하기 위한 광학카메라,� 온도,� 염분,� 그리고 음속을 관측하기 위한 CTD등을 포함한다.�해저 퇴

적층의 구조적 특징(해저 150m� 아래까지 내려가는 범위)을 탐사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시스템

(1~24kHz� 내진반사 도구),� 레이저 라이다 스캐너,� 마그네토미터,� 지구화학적 센서(예.� CO₂,� CH₄,�



� 0043

PAH,�용존 산소)가�있음.�

•�AUV에 활용하기 위한 센서들을 표15에 요약하였음.

Application Mission� Payload� Sensor� list

Marine� acoustic

Multibeam echosounder
Subbottom profiler
Sidescan sonar
Magnetometer
High resolution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sonar

Geochemical� survey
Electrochemical redox sensor
Methane sensor(CH⁴)

Underwater� Imaging

High definition still inagery cameras
Video cameras
Stereo cameras
Lidar
3D laser

Physical� Oceanographic

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CT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ADCP)
Turbidity sensor
Satlantic Fluorometer
CO₂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PAH)
(organic pollutants)
Dissolved oxygen

Sampling
water sampling
Surficial sediment sapling and coring

표 15 심해 연구를 위해 AUV 장착 가능 센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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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사부호 심해 생물 채집 시스템의 한계와 ROV의 필요성

￭ 6천톤급 대양 연구선 이사부호에 탑재되어 있는 저설생물 및 지질시료 채집장치로 비디오 그랩(Video�
Grab)이 도입되어 있음.

￭ 비디오 그랩의 경우,�대용량의 시료를 확보할 수 있고,�운영을 위한 고도의 훈련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필요치 않는 장점이 있음.

￭ 심해 및 열수 환경과 같은 특수한 해양 환경에서 시료를 채집하기 위해 사용하고 TV� grab은 연구자가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의 해상도가 매우 낮고,�영상의 범위가 좁고 제한된 시야만이 확인 가능함.

￭ 또한 선상에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장비가 심해로 내려가고 자체 이동력이 없기 때문에 해류 및
너울에 의해 적소의 선택적 시료 채집이 불가능함.

￭ 비디오 그랩을 이용한 시료 채집 방법은 연구자들이 원하는 적소의 시료 채집과 환경자료(온도,�해수
구성 성분,�열수플룸 등)�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여 국제적으로 연구결과들을 제한적으로 인정받으며,�

우수논문 및 국제 학술발표 등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심해 및 열수 분출공과 같은 해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특수 생태계를 지닌 환경으로 탐사로 인한
파괴를 최소화 하고 보호해야 함.

￭ 비디오 그랩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심해 및 열수공 탐사를 하는 것은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 중에
열수공 파손과 같은 환경 훼손이 나타남.�이러한 과정은 열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음.

￭ 비디오 그랩으로 심해 및 열수 분출공의 형태가 파손될 경우 추후 심화 연구가 불가능함.
￭ 열수분출공의 훼손을 최소화하고,�특정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분출공 전후 좌우에서
시료채취가 가능한 ROV가�반드시 요구됨.

Video� Grab ROV

Control -�모선 위치 이동을 통해 -�모선과 독립적으로 자율 조정 가능

수집 가능
자료

-�영상(저해상도)

-� Grab�내 담기는 시료

-�영상(고해상도)

-�수심,�수온,�염도,� pH,� CO2,� CH4,�
수중청음 등

추가 기능 -

-�로봇팔을 이용한 다양한 장비 활용

-�푸시코어 :�퇴적물

-� Scoop� :�퇴적물/저서생물

-�Hand� net� :�저서 및 부유생물

-�Niskin병 :�플룸/해수

-� Sed./Bait� trap�설치/회수

미생물 배지 부착 장치

플랑크톤 네트 채집

온도계 등 환경요인 직접 측정

이외 연구 목적에 따른 다양한 장비 개발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함

표16 비디오 그랩(Video Grab) 과 무인잠수정(ROV)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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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및 열수 분출공 발견 및 시료(생물,�화학,�지질,�물리 등)�확보를 위한 정밀한 작업 수행 시
무인잠수정 활용이 필수적이며 절대적임.

￭ 수심 3~4천 m에 위치한 열수분출공 발견을 위해서는 광활한 심해 암연에 위치한 열수공을 고해상도
영상 관측이 가능한 무인잠수정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열수공 및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 및 열수 환경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상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한 잠수정만 갖춘 다양한 기능의 장비들만이 심해 생태계의 최소의 영향으로 적소의 자료

확보가 가능함.

￭ 무인잠수정(ROV)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암연의 시야 확보를 위한 빛을 갖추고 있어 심해환경을
육안으로 넓게 관찰 할 수 있으며,�자체 이동력을 갖추고 있어 선상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한 적소의 선택적 자료 확보 가능 및 자료의 정밀성을 높임.

￭ 고해상도 영상:� HD�비디오카메라 및 스틸카메라
￭ 환경특성 측정:� CTD,�고온센서,� pH,� CO2/CH4센서,�수중청음 등
￭ 시료 확보 장비:�로봇팔(암석),�푸시코어(퇴적물),� Scoop(퇴적물/저서생물),� Hand� net(저서 및
부유생물),� Niskin병(플룸/해수),� Sed./Bait� trap�설치/회수

비고

-�정밀하게 연구자가 원하는 시료 채집 불가능　

좁고 제한된 시야만 확인

-�연구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시료 확보를 통한
생태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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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ROV를 이용한 다양한 시료채취 기법

�

￭ 무인 잠수정(ROV)을 활용한 심해 및 열수공 탐사는 특수한 심해 및 열수 생태계를 보호하며 최소의
피해 및 연구자들의 연구목적에 맞는 적소의 정밀한 시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동시에 해양 환경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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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 제원
선정을 위한 연구동향과 수요분석

3.1. 무인잠수정을 이용한 연구동향

3.2. 해외 무인잠수정 운영사례 분석

3.3. 해외 연구기관의 잠수정 도입 전 실시한 기술수요분석사례

3.4 ROV 장착 핵심장비 설문조사 사례 분석

3.5 무인잠수정 제원 선정을 위한 수요분석 (설문조사)

3.6 심해 근접 무인탐사 잠수정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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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 제원
선정을 위한 연구동향과 수요분석

3.1.� 무인잠수정을 이용한 연구동향

심해 근접 잠수정을 이용한 연구 동향을 알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CI(E)급 논문 정보 DB인 Web� of� Science�상의 1984년부터 2019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분석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학술정보관에서 수행중인 연구동향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수집대상 : Clarivate社의 Web of Science DB - SCI(E) 논문정보

◦ 수집기간 : 1984년~2019년

◦ 검색필드 : 제목(Title), 초록(Abstracts), 키워드(Keyword)

◦ 검색키워드 :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출판연도 항목은 “Remotely Operated Vehicle”와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을 각각 검색 후, 검색되는 분야 중 “Oceanography” 

분야만 선택하였다. USV의 경우 대다수의 논문이 장비개발과 관련된 “Engineering” 분야이며, 

Glider의 경우 아직 발표된 논문수가 적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는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 검색 결과 : ROV의 경우 470건, AUV의 경우 826건의 논문을 통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저자키워드 기반으로 동시출현빈도를 활용하여 주제맵을 작성하였다. 

저자키워드 분석에 쓰인 건수는 ROV 191건, AUV 1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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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연도별 SCI급 논문 발간 수

￭ ROV와 AUV를 주제로 한 SCI(E)급 논문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발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AUV의 논문 발간 수가 더 많았다.� 2019년도에 발간된

논문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 논문 수가 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3. 연도별 SCI(E)급 논문 발간 수

3.1.2. ROV 관련 논문 발간 기관

￭ SCI(E)급 ROV�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간한 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두 가지 항목 모두 ‘Web� of� Science� DB’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하였고,�

연구비 지원 기관의 경우 각�기관에 따른 총 금액이 아닌 지원 건수로 분석하였다.�연구기관 및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상위 10개의 기관들을 선정하여 상대적인 비율로 퍼센트를 산정하였다.�

￭ ROV를 주제로 하는 SCI(E)급 논문을 가장 많이 발간한 기관은 미국의 MBARI�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institute)로 전체의 11.7%,�상위 10개 기관 중 18.7%를 차지하였다.�

MBARI는 David� and� Lucile� Packard�재단이 운영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연구비 지원

규모(횟수)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째로 논문 발간 수가 많은 기관은 미국의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세 번째 역시 미국의 WHOI�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로 나타났으며,�이 두 기관은 연구비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미국의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으로부터 재원을 일부 조달 받는다.�그 뒤를 이은

연구기관은 영국의 NE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와 NERC� NOC� (National�

Oceanography� Centre)로 이 두 연구기관은 연구비 지원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NERC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 논문 발간 수가 많은 연구기관은 이외에도 Univ.� of� California,� Helmholtz� Associatio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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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Wegner� Institute,� Ifremer,� JAMSTEC�등이 있으며,�연구비 지원 기관으로는 EU와 중국,�

캐나다,�독일,�일본 각�나라의 공공 연구협회 등이 있다.�이 결과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 성과 산출에도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ROV 관련 SCI(E)급 논문 발간 기관

그림 45. ROV 관련 연구비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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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UV�관련 논문 발간 기관

￭ SCI(E)급 ROV�관련 논문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가장 많이 발간한 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
기관을 해 구체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 SCI(E)�급 AUV�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간한 기관 역시 MBARI로 나타났다.�그 뒤는 미국의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미국의 WHOI�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

미 국방부,�미 해군,�하얼빈 공대 등의 순으로 논문 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비 지원은

중국의 국가 자연과학기금과 미 해군연구소,� NSF가�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하게 많으며,�그 뒤로는

MBARI의 운영 재단인 THE�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와 영국의 NERC�가�잇고 있다.�

ROV�분야 관련 논문의 분석 결과에 비하여 공학 분야와 방위분야에서 지원과 성과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중국의 경우,� ROV�관련 성과 혹은 지원기관의 순위에는 없었던 것과 달리 AUV�

분야에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6. AUV 관련 SCI(E)급 논문 발간 기관

그림 3.47. AUV 관련 연구비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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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주제 키워드 맵

￭ 키워드 맵이란 한 분야에 등장한 핵심단어들의 빈도와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2차원 평면으로 도시한
지도로써,�여기서는 ROV와 AUV�관련 논문 저자들이 발간한 논문에 출현하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키워드맵을 작성하였다.�이 방법은 자주 등장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단어와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도 알 수 있어 맥락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텍스트 분석 방법이다.

￭ 작성된 키워드맵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학술정보관에서 수행중인 연구동향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았으며,� “ROV”,� “AUV”�등과 같이 해저 근접 잠수정의 직접적인 명칭을 뜻하는 단어는

제외하였다.

3.3.1. ROV

￭ ROV의 경우 총 191개의 키워드로,� AUV의 경우 총 141건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맵을 작성하였다.�
ROV의 경우 “Deep� sea”�키워드가 가장 많이 출현되었고,� “Mediterranean� Sea”,� “cold-water� coral”,�

“hydrothermal� vent”,� “seamount”,� “biodiversity”,� “cold� seep”,� “submarine� canyon”,� “megafauna”�

등의 키워드가 그 뒤를 이었다.�이외에도 “Habitat”,� “gas� hydrate”,� “new� species”,� “Benthos”,�

“Habitat�mapping”�등의 키워드의 출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ROV�연관 관련 키워드 중 가장 빈번하게 노출된 키워드의 분야는 “hydrothermal� vent”,� “cold� seep”,�
“gas� hydrate”�등의 환경 및 자원에 관한 키워드와 “biodiversity”,� “megafauna”,� “new� species”,�

“Benthos”,� “Marine� Protected� Area”,� “Abundance”�등 생태계 및 생물상에 관한 키워드였다.�

“seamount”,� “submarine� canyon”�등 지형에 관한 키워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림 48 ROV를 키워드로 분석한 발표 논문 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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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AUV

￭ AUV�관련 논문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Phytoplankton”이며,� “side-scan� sonar”,�
“backscatter”,� “multibeam� sonar”,� “remote� sensing”,� “high-resolution� bathymetry”�등 지형정보

조사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출현하였다.�또한 “front”,� “thin� layer”,� “turbulence”,� “upwelling”�등 해류

순환에 대한 키워드와 “megafauna”,� “zooplankton”�등 생물상에 대한 키워드도 다수 출현하였으며,�

AUV�중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glider”�와 그와 연관된 “path� planning”�등의 키워드도 꽤

높은 빈도수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AUV�관련 키워드는 ROV�관련 출현한 키워드와는 다른

결과로,� ROV�와 AUV�가�쓰이는 목적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9 ROV를 키워드로 분석한 발표 논문 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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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외운영사례 분석

￭ 해외 선진국에서 잠수정을 운용하는 사례들을 통하여 운용 및 그에 필요한 제원,�운용되고 있는 장비,�
인력,�산출 자료 등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 대상 플랫폼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잠수정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영국,�일본 등의 개발 사례와 운영 방식,�활용 분야를 조사하였다.

3.4.1 미국 NDSF (National Deep Submergence Facility)

• 심해 잠수정 운영을 위한 WHOI� 산하의 전문운영그룹

1) 조직 및 운영

•�미 국립 과학 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해군 연구소 (Office� of� Naval� Research,�

ONR),� 미 해양 대기 관리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으로부

터 운영자금을 지원 받음.

•� 해양 연구에 관련된 58� 개 학술 기관 및 국립 연구소로 조직된 UNOLS� (University-National�

Oceanographic� Laboratory� System)�가�관리 및 감독을 수행.

2) 운영 장비

•�The� human-occupied� vehicle� (HOV)�Alvin

•� The�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Jason/Medea�

•� The�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Sentry

•�기본적으로 각�장비를 운영하는 팀이 항차 계획부터 최종 자료 산출까지 각자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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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NDSF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장비. 위쪽부터 HOV Alvin, ROV Jason, 
AUV Sentry

3) Chief Scientist for Deep Submergence (CSDS)

•�WHOI와 NDSF에서 함께 근무하는 연구자들로,� 탐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진들과 WHOI의 장비 운영

자들 사이의 공식적인 연락관.

•�프로젝트에 이용되는 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함.

•�프로젝트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언

•�각�장비의 장점과 단점 등을 통해 가능한 최대로 효율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

4) 탐사 절차

•� 탐사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수 개월에서 경우에 따라 수년이 소요되기도 하며,� 장비의 이동

(logistics),�인력(personnel),�기준사항(criteria)�등이 미리 준비되어야 함.�아래 표는 항차 계획 수립의 타

임 테이블임.� NDSF가�보유하고 있는 심해탐사장비 활용신청의 단계별 요구조건 및 신청방법을 다음의 절

에서 설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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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Time

(before� departure)
Task Role Relevant� Link

12-18 months Cruise Scheduling Prospective Investigator Scheduling

12-18 months Cruise Scheduling Prospective Investigator Scheduling
Alvin
6 months

Cruise Planning Questionnaire Chief Scientist/PI Cruise Planning Questionnaire
Jason
4-6 months

Pre-Cruise Conference Call & Meeting for dive planning Chief Scientist/PI

Sentry
4-6 months

Pre-Cruise Conference Call & Meeting for dive planning Chief Scientist/PI

Jason
(Initial advance time) Overall Logistics Chief Scientist/PI and/or Science Party
Sentry
(Initial advance time) Overall Logistics Chief Scientist/PI and/or Science Party
Jason
(Initial advance time) Hazardous Material Chief Scientist/PI and/or Science Party

Hazardous Material & Port Logistics for Vehicle Operations

표 18 미국 NSDF에서 심해 잠수정 활용을 위한 절차

(1) 제안서 준비

•� NDSF의 담당자와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안서를 준비하기 전에 NDSF� User� Support� 계

정을 이용.

 구체적인 사안은 UNOLS cruise planning guideline을 참조.
(https://www.unols.org/ship-schedules/cruise-planning-information)

 연락담당자 : 책임연구자 (chief scientist), 탐사책임자 (Expedition Leader)

(2) 책임 연구자 (Chief scientist)

•�책임 연구자는 NDSF의 주요 연락책이 되며 장비 운영팀의 운영이 효율적이도록 초기 계획 단계부터 설정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가장 첫 번째 접촉은 NDSF의 사용자 지원 담당을 통하게 되며 이후의 정보 교환

은 탐사 책임자와 함께 이루어짐.�

•� HOV� Alvi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차 준비의 초기 단계에서 Cruise� Planning� Questionnaire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함.�

(3) 탐사 책임자 (Expedition Leader)

•�항차의 목적에 따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NDSF�의 담당자를 통하여 책임 연구자와 일하게 됨.

•�ROV� Jason�과 AUV� Sentry�항차의 경우,�책임 연구자와 함께 진수 계획을 수립함.

•�HOV�Alvin�운용에 있어서는 미리 제출된 질의서에 명시된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책임 연구자와 장비 운영팀 간의 공식적인 연락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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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사 항차 시작 전 회의

•�회의에서 정해진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항차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기와 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을 작성함.

•�최소한 미팅은 항차 시작 3개월 전에 열림.

(5) 탐사 수행 및 종료

•�해상에서의 생활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할 것.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탐사 책임자에게 피드백 할 것.

•�탐사 종료 후,�UNOLS�웹페이지를 통해 Post�Cruise�Assessment� Form� (PCAR)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5) 자료 

￭ NDSF�All� Platforms�Dive�MetaData
•� 장비 진수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아카이브하여 현재까지 완료된 잠수항차에 대한 정보를 구글어스의 kml�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자료는 Alvin,� Jason2,� Sentry에 대한 자료임.

•�아래 그림은 현재까지 완료된 잠수위치와 그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예제임.

그림 53 미국 심해 잠수정 운영기관에서 수행한 탐사지역도

￭ 조사자료
•�각�항차에 따른 자료는 저장된 장비로부터 수집하여 별도로 관리 배포됨.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를 한꺼번에 기록하나,�각�잠수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항차 기록 (dive� log)�과 함께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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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전달 방법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음.� (https://ndsf.whoi.edu/data/)

그림 54 미국 심해 잠수정 운영기관에서 수행한 탐사 자료관리 시스템

6) 운영 장비

(1) HOV ALVIN

NDSF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잠수정으로 4,500m�급의 유인잠수정임.

￭ 일반사양

Length 7�meters

Breadth 2.6�meters

Height 3.68�meters

Operating� Depth 4,500�m

Normal� Dive� Duration 6-10� hours

Gross�Weight 20.4� tons

Maximum�Vehicle� Volume 1.5� knots� forward,� 0.5� knots� lateral,� 1.0� knots� vertical

Descent/Ascent� Rate 30�m/min

Science� Basket� Payload 181.4� kg

Personnel� Sphere� Volume 4.8�㎡

Personnel� Complemet 1� Pilot,� 2� Ob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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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표층부터 4,500m�까지 모든 수심에서 최대 2노트의 속도로 최대 10시간까지 운용가능

•�최대 2명까지 관측자가 탑승가능

•�평탄하지 않은 해저면에서 운용가능

•�수중에서 중성부력으로 자세를 유지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저면에 착저하여 비디오 촬영이 가능함

•�연구용 장비를 장착하거나 샘플을 취득하기 위하여 로봇 팔인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함.

•�5개의 아크릴 뷰포트를 통해 270°의 시야각을 제공함.

•�해상상태 4�까지 진·회수 가능함.

￭ 시스템 및 센서

Mini Zeus Camera Kongsberg pan/tilt/zoom (PATZ) camera

Stern thrusters Starboard aft thruster

Empty basket plataform Teledyne RDI Doppler Velocity Log (DVL)



� 061

￭ 샘플링 장비

Standard bio box 1 meter heat flow probe Homer transponder

Major water sampler pair RTD temperature probe Typical scoop sampling net

2.5 liter Niskin water sampling bottle Seabird SBE49 CTD

Rock collection baskets

Push sediment corers on the basket

Honeywell magnetometer attached to light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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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V JASON/MEDEA

� � � ROV� Jason/Medea는 6,500m�급 원격조정 무인 잠수정으로 모니터링,�샘플링,�연구장비의 진·회수 작업

을 수행함.

￭ 일반사양

JASON

Depth� Capability 6,500�m

Size
3.4m� (134� in.)� length,� 2.4m� (96� in.)� height,�
2.2m� (88� in.)� width

Weight 4,672� kg� (~10,300� lbs.)� in� air�

Maximum� Sampling� Transect� Speed
0.4� knot� on� flat� bottom� surface,� 0.1� knot�
up-slope

Maximum� Transit� speed 1� knot,� no� sampling,� in� layback�mode

Maximum�On-Bottom� Transit� Speed� (no�
sampling)

0.5� knot

Maximum�Vehicle� Speed

(on� site,� within� tether� range)

1.5� knots� forward,� 0.5� knot� lateral,� 1.0�
knot� vertical� (**1� knot� equals� 0.5�
meters/second)

Descent/Ascent� Rate 30�meters/minute� (98.4� feet/minute)

MEDEA

Depth� Capability 6,500�m

Size
2.3�m� (90� in)� long,� 1.5�m� (60� in)� high,� 1�
m� (40� in)�wide

Weight 1,360kg� (3,000� lbs.)� in� air

Maximum� Tow� Speed 1� knot

Main� Cable
UNOLS� standard� 17mm� (0.681� in.)�
steel-armored,� electro-optical� cable

￭ 특징 및 기능
•�목적에 맞도록 ROV� Jason�이 단독으로 쓰이거나,�ROV�Medea�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음.

•� ROV� Jason의 경우,� ROV� 하부에 Reson� 사의 Seabat� 7125� 멀티빔 시스템을 장착하여,� 타겟 영역의

micro� bathymetry�정보 취득 가능함.�

•� 두 ROV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필수요구조건(requirements)을

확인한 뒤,�담당자와 연락하여 일정 및 계획을 조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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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ROV Jason의 진수 장면.

그림 73 Medea,해미래에서 사용하는 해누비와 같이 ROV 
Jason과 연결하여, 테더의 운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매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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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및 센서

Acoustic� Sensors

Navigation

Sonardyne� RangerPro� USBL� Navigation

7� -� 12� kHz,� vehicle� powered� or� battery� operated� for� emergency�
location

RDI� Doppler� Velocity� Log� 1200� kHz�with� 30m� bottom� lock� range�
or� 300� kHz�with� 100m� bottom� lock� range

Used� for� closed-loop� controlled�
dynamic� positioning

Reson� SeaBat� 7125�Multi-Beam� Sonar

Vehicle� Sensors

Attitude� and� Heading Fiber� optic� north-seeking� gyro� Pressure� Sensor:� Paroscientific

Altimeter
300� kHz,� 100�meter� (328� feet)� range,� and� 1200� kHz,� 30�meter�
(98.4� feet)� range

Imaging

4K�UHD� Still� camera� and�Mini� Zues� HD� Video� cameras�with� file-based� data� storage� system

Standard� � camera�
Configuration

Scientist’s� pan� &� tilt:�Mini-� Zues� HD� camera,� 4K� UHD� Still� camera

Pilot’s� pan� &� tilt:�Mini� Zues� HD� camera

Light� bar:� pan� and� tilt� with�Mini� Zues� HD� camera

Utility� Color� camera:�Manipulators,� Basket,� Aft� Looking,� Down�
Looking

Lighting

Sixteen� 17,700� Lumen� LED� lights,� providing� over� 283K� Lumens� Two� 250�watt� Incandescent

Manipulators/Sampling� (see� also� Sampling� Equipment)

Schilling� Titan� 4 Elevator� Sampler� -� mission� config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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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V SENTRY

� � �호버링 기능이 특화된 AUV� Sentry는 특정 목표 지역에 대한 지형과 광학 사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어

뢰 형태가 아닌 타원형상을 가지고 있음.�

￭ 일반사양
•�해저면 근접 멀티빔 탐사시에는 최대 23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광학사진측량 미션을 수행할 경우 30시

간 이상 운용 가능

Depth� capability 6,000�meters

Dimensions

Length:� 2.9m� (9.7ft)

Width� (with� fins� extended):� 2.2m� (7.2ft)

Width� (without� fins):� 0.8m� (2.7ft)

Height� 1.8m� (5.8ft)

Weight 1,250� kg� (2,750� lb)�without� extra� science� gear

Operating� range 70-100� km� (38-54)� depending� on� speed,� terrain� and� payload

Operating� speed 0-1.2m/s� (0-2.3� knots)

Propulsion 4� brushless� DC� electric� thrusters� on� pivoting�wings

Energy Lithium� Ion� batteries,� 375� A/h

Bus� power 48-52� Volts� DC

Endurance
Variable� and�mission� specific,� e.g.� common�mission� endurances,�
~23� hours� of�multibeam� at� 1m/s� speed,� >30� hours� of� camera�
survey� at� 0.6m/s� speed.

Recharge� time 12� hours� for� full� charge

Descent/Ascent� speed 40m/min� for� both� descent� and� ascent,� 2400m/hr

Navigation
USBL� Navigation�with� real-time� Acoustic� Communications� and/or�
Long� Baseline� (LBL)� using� acoustic� transponders,� Doppler� Velocity�
Log� (DVL),� and�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

Clock
Tillier� clock� (Seascan� Inc.),� syncs� to�GPS� time�within� 10uS,� and�
jitter� of� 1uS,� 1.5sec� per� year� drift� (Or� 4.1uSec� drift� in�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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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과 센서
Vehicle� Sensors

Pressure� :� Paroscientific� 8B7000-I,� Digiquartz� depth� sensor,� rated� to� 7,000�m.� (23,000� ft)

Doppler� Velocity� Logger� (DVL)� :� RDI,� 300kHz� or� 1200� kHz

Attitude� sensors� (pitch,� roll,� heading-internal)

PHINS� inertial� navigation� (internal)

Geophysical� Sensors

Multibeam�mapping� sonar:� Reson� 7125,� 400� kHz,� 512� beams,� 50-200m� track� spacing

Edgetech� 4� kHz� to� 20� kHz� =� 4-24� kHz� chirp� subbottom� profiler

Three� high� precision,� digital,� APS� 3-axis� fluxgate�magnetometers;� 2�mounted�midships� (port,�
starboard)� in� a� horizontal� gradient�mode� and� a� 3rd�mounted� centrally�within� the� vehicle� above�
the� other� two� in� a� vertical� gradient�mode.

Oceanographic� Sensors

CTD� sensor:� Seabird� 49

Optical� Backscatter� (OBS):� Seapoint� Turbidity�Meter

Seafloor� photography:� Prosilica�GC-1380C�Digital� Still� Camera� (1Kx1K,� 12� bit� color� still� camera�
with� strobe,� rated� to� 6,000�meters)

Oxygen� Sensor:� Aandara�Optode

NOAA�ORP�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sensor

그림 74 Sentry ROV에 장착된 Multibeam Echo Sounder로 탐사된 심해 화산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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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플랑크톤 수집기를 장착한 Sentry AUV

7) 자료

∙ 기본적으로 수석연구자들은 항차기간 내에 모든 생산된 자료를 포함하는 1� copy의 자료를 받게 되며,�
자료의 형식이나 추가 자료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음.�

(https://ndsf.whoi.edu/sentry/using-sentry/data-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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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독일 MARUM 
     (Center for Marine Environmental Sciences, University Bremen)

1) 기관 소개 

∙ 독일 Bremen 대학교의 해양 환경 과학 센터
∙ 협업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선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잠수정을 운영함. 조사선은 기관 소속

이 아닌 주 혹은 독일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BF) 소속으로, 모든 조
사선이 포탈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됨. 
(https://www.portal-forschungsschiffe.de/en/start)

∙ 조사선의 일정과 함께 각 잠수정의 항차 정보를 함께 관리 및 아카이브 하며 각 잠수정의 항차 
로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marum.de/en/Infrastructure/Schedule.html)

∙ 내·외부의 펀드를 각각 관리하며 모든 인사, 재료, 소모품 등은 MARUM 에 의하여 관리함.

2) 운영장비

(1) AUV MARUM-SEAL

∙ ISE (Canada) 사의 Explore Class
∙ 수심 5,000 m 까지 잠수가 가능하도록 설게 되었음. 
∙ 리튬-이온 배터리팩으로 19시간 혹은 100 km 까지 운항 가능함.
∙ 고해상도의 지형 자료 획득을 주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MBES, SSS, SBP 가 장착되어 있음. 
∙ 탐사용 무인 잠수정 운영시에는 전문 운영인력 3~4인이 동승함. 

￭ 일반사항
Transportation 2 x 20" ISO High Cube Container (transportation, control) 
Gross Weight 16 t
Footprint 1 x 20" control van 10m² on deck (AUV on craddle)
Crew 3-4 pers. (AUV crew)

그림 76 독일 MARUM에서 운영중인 캐나다 ISE사의 Explorer급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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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양

Type
International� Submarine� Engineering,� I.S.E.,� Vancouver,� Canada

EXPLORER� CLASS,� SN:� 4

Depth� rating 5000�m

Size� (L� x� D) 5.5�m� x� 0.74�m

Weight 1,300� kg

Battery� Capacity 15.6� kWh,� Li-Ion� Cells,� dry,� 48� Volt� nominal

Propulsion
Brushless� DC�motor,� 48V/ 32A,� pressure� compensated,� gearbox� (3:1),�
2-bladed� propeller,�max.� 300� rpm

Speed 0.6� -� 2.4�m/ sec� (min/ max)
1.5�m/ sec� (standard)

Control

3� x� control� planes� (aft)

2� x� control� planes� (bow)� /� detachable� (optional)

each� plane� is� driven� by� an� electric�motor,� pressure-compensated,�
position� controlled� by� a� Hall� sensor

Turning� diameter 24�m

Dive�mode� options

Dive� by� Pitch� (steep,� fast)

Dive� by� Heave� (horizontally,� slow,� only� forward� planes)

Mission� control� by� Depth

Mission� control� by� Altitude

Telemetry

100�mbit� Ethernet� (LAN-Port,� at� Deck)

450� kb/ s� Ethernet-Modem,� Data-Link-Group,� 2.4�GHz,� (LAN,� at� sea�
surface)

12� kHz� acoustic� underwater�modem� /� SERCEL�MATS� 200� (200� bps)

IRIDIUM,� Satellite�modem,� 9522A,� Daytona

NOVATECH� radio� beacon,� RF700AR,� 156.125�MHz

Differential� GPS

IXBLUE� Posidonia,�MT861S/ Remote� Head

(2) ROV MARUM-QUEST

∙ 초기 모델은 미국의 Schilling Robotics 사에서 제작한 상업용 work class ROV를 심해 연구를 
위해 변경 및 개조한 4,000m 급 ROV

∙ 2003년부터 첫 진수를 시작으로 연 1~3회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음.
∙ DFG(독일 연구협회), BMBF(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펀드로 운영, MARUM 내부 프로젝트, EU

가 지원하는 ACES, HERMES, ESONET, 미국 해양대기국의 Ring of Fire 프로그램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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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Transportation 4� x� 20'� ISO� Container

Gross�Weight 45� t

Deck� Footprint approx.� 40㎡

Crew 8� (12h)� /� 9(24h)

￭ 장비사양

Vehicle� type QUEST� 5� Electric� Heavy�Workclass� ROV"
Manufacturer Schilling� Robotics,� Davis,� CA,� USA

Operation� depth max.� 4000�m

Operational�mode "free� fly",� umbilical� direct� to� ROV�without� TMS� or� depressor

Weight 3,5� t

Dimensions L� x�W� x� H� 3,3� x� 2,3� x� 1,9�m

Max.� payload 250� kg� (inkl.� toolskid)
Modular� tooskid 3,3� x� 1,9� x� 0,7�m,� 2� x� hydraul.� drawrs
Electric� power 60� kW�@� 3000VAC,� 400Hz
Propulsion 7� coreless� ring� thrusters�@� 600� VDC,� 11� kW

Telemetry

16� x� Composite� Video,� 4� x� Y/ C� Video,
1� x� HD-SDI,� SMTP292M� 1.5�GBit� (HDTV),
52� x� RS232� bis� 56� kBaud,� 8� x� RS485� bis� 115� kBaud,

Ethernet� 10/ 100�MBit
Hydraulic� power

1� x� 15kW,� 600� VDC�HPU�with� 500� -� 3000� psi� (207� bar)�@� 7� gpm�
(26� lpm)

Hydraulic� tools

1� x� Schilling� Robotics� "Orion� 7PE"� 7-Funvcion� proportional�
manipulator,� nom.� 65� kg� lift� capacity

1� x� Schilling� Robotics� "Rigmaster",� 5-Function� rate� controlled�
manipulator,�max.� 250� kg� lift� capacity

1� x�Webtool� hydraulic� cable� cutter

1� x� 8� Port� hydraulic�Manifold,� 2� Ports� free

￭ 운영 시 필수요구사항
∙ Operational�Modes� :�회수와 진수 시 필요한 장비와 역할 및 진수 작업 및 복귀 시간 등의 작업 내용
∙ Personnel� Requirements� :�인력배치.� 12시간 혹은 24시간 작업에 따라 8~9명의 팀으로 구성됨.�아래
의 표는 기본적인 팀 구성과 이외 연구자들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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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k� footprint� and� vessel� interfacing� :�전체 시스템의 무게와 부피를 고려하여,�선박의 작업 갑판위
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전기와 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싱이 미리 확인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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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독일 MARUM에서 운영중인 ROV. 상용회사 SAAB의 ROV를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음.

(3) ROV MARUM-SQUID

•�SAAB� Seaeye�사에서 제조.

•�수심 2,000�m�까지 작업이 가능한 light�Work-class� ROV

•�소형선에서 진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 일반사항

Transportation 1� x� 20"� ISO� Container�

Gross�Weight 8.5t�

Deck� Footprint
10㎡

Ship� laboratory� to� install� control� stand
Crew

3-4� Pilots/ Technicians
2� x� cable�manager� from� the� science� team� during� deployment� and�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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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양
Manufacturer SAAB� Seaeye

Maximum�Diving� Depth 2000�m

Dimensions� (LxBxH) 2,1� x� 1.2� x� 1.2�m

Weight 1.2� t

Electrical� Power 45� kW

Propulsion 11� Thruster� Type� SM9,� vectorial� arrangement

Speed >� 3.5� knots

Payload 50� kg

Compass XSENSE�MTi� 28�MiniGyro

Pressure� Sensor Valeport�MiniIPS

Altimeter Tritech� PA200

Doppler RDI�Workhorse� Navigator� 1200

Intertial� system Teledyne�MiniPOS3

Sonar Tritech� Seaking� Dual� Frequency� 325/ 675� kHz

Cameras
MiniZEUS�Mk� II� HD� camera

Imenco� Tigershark� 14MPixel,� DSPL�Multi� Seacam

Laser Imenco� Dusky� Shark

LED 6� x� LED-22,� 34W,� 3520� Lumens

Manipulator
Schilling� Robotics� ORION� 7P

7� DOF,� fully� proportional,� 70kg� lifting� capacity

￭ 운영 시 필수요구사항

•� Logistics� :�전체 시스템은 컨테이너로 운반되며 경우에 따라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야함.

•�Mobilisation� :�선상으로의 이동 및 설치에 약 2일 소요.

•� Footprint� and� Interfacing� :�전체 시스템의 무게와 부피를 고려하여,�선박의 작업 갑판위의 공간이 확

보되어야 하며,�전기와 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싱이 미리 확인되어야함.



� 074�  제3장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 제원 선정을 위한 연구동향과 수요분석

•� Crew� /� Personnel� :�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진수 전 확인을 하며,�회수는 오후 4~5시 사이에 함.�장

비가 선상으로 올라오면 샘플들은 회수되고 다음 진수를 준비하며,�수심에 따라 5~7시간이 소요됨.�필

요한 인력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음.

 

•�Operational�mode� :�작업하는 동안 파일럿,�공동파일럿,�연구자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수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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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극지해역에서 진수되는 MARUM ROV



� 076�  제3장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 제원 선정을 위한 연구동향과 수요분석

3.2.3 캐나다 CSSF-ROPOS 
(Canadian Scientific Submersible Facility Remotely Operated Platform for 
Ocean Sciences)

1) 기관 (CSSF)

캐나다,� 1995년에 설립된 ROPO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국가단체

선박은 보유하지 않고,�잠수정 플랫폼만 보유하여 연구 수행

2) 운영

•� 펀드 :� the�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Natural� Resources� Canada,� and� NSERC�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

•� NSERC�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위원회,�캐나다에서 가장 큰 과학 연구자.�대학 교수와 학생들에게 자

금을 지원하여 과학적 발견을 촉진하고 캐나다 기업에 대학 입학 및 중등 과정 연구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정려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함.

•� 업그레이드 시스템 비용 :� CFI� (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 BCKDF� (British� Columbia�

Knowledge�Development� Fund)

•�CFI� :�캐나다의 대학,�연구 병원 및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구 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독립 비영리 단체

•� BCKDF� :�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BC의 연구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자본 투자 기금.� 공립

고등 교육 기관,�연구 병원 및 관련 비영리 기관을 위한 자금을 제공.�

3) 운영 장비

•�수심별 1000m,� 3000m�급 구성

(1) 기본사양

ROPOS
The� Remotely� Operated� Vehicle� for� Ocean� Sciences� (ROPOS)� is� a� 40� hp�
Science/Work� Class�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capable� of� operating� at�
depths� of� up� to� 5000�m

Size� and�Weight 3.05�m� (length),� 1.64�m� (width)� and� 2.17�m� (height),� 3393� kg

Speed
2.5� knot� (forward�max),� 1.0� knot� (typical� transect),� 1.0� knot� (lateral),� and�
1.5� knot� (vertical)

Sea� State Sea� State� 6� (Using� LARS� heave� compensation� system)

Video
Two�HD� Cameras,� Six� pilot� and� tooling� cameras,� 12.1�megapixel� digital� still�
camera� and� over� 3700�watts� of� lighting

Manipulators
2� x� Schilling� Robotics� TITAN� 4�Manipulators� that� have� the� dexterity� and�
accuracy� necessary� to� perform� the� fine�movements� needed� for� complex� tasks.

Telemetry
Greensea� Systems� telemetry� provides� reliable� vehicle� control� and� cutting-edge�
auto-pilot� functionalities� to� further� increase� the� vehicle’s� efficiency.

Through� Frame� Lift
1815� kg�with� a� 5:1� safety� factor,� tested� to� 3629� kg.� Uses� four� point�
attachment� for� under-slung� payload� or� ski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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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심별 구성 (configuration) 및 장비 (tools)

▪ 1000m�급
§ 연안 및 작은 선박에서 이용하기에 적합
§ 3000m 급 보다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운영가능
§ 천해용 윈치와 ROPOS 운영에 필요한 선상 공간만 필요로 함.
§ 경량 및 중성 테더

그림 87 ROPOS ROV와 지원선박

▪ 3000m�급
§ 가장 많이, 주로 사용하는 구성
§ 크레인 기반의 진·회수 시스템 (LARS) 사용
§ 해상상태 5,6에서도 정점을 유지할 수 있음
§ 별도의 A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박에 선적가능.
§ 기존의 ROV 항차와 달리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
§ 2000파운드 이상의 장비를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 
§ 진·회수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음. 
§ KIOST에서 ROPOS와 협력하여 이미 많은 탐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음.

그림 88. 연구선 선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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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진회수 구성사례. 쓴(Tether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지 않아 구성 및 진회수가 
용이함.

▪ 장착 센서 및 장비들

Sample Storage (biobox, swing arms) Core Tubes

4 Temperature senser Suction Sampler

Multibeam
(Reson Seabat 7125 Multibeam Skid)

Niskins water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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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미국 MBARI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1) 기관

미국,�David� and� Lucile� Packard�재단이 운영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잠수정과 모선으로 하는 연구선을 함께 운영함.

2) 운영

▪ MBARI� 가� 보유하고 있는 3척의 조사선 및 잠수정 등의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양 운영 부서
(Division� of�Marine�Operations)의 지원을 받아 함께 움직임.

▪ 해양자문위원회 –�MBARI의 해양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추천하고 설비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관장에게 조언을 제공함.� MAC는 연간 선박 운영 일정에 대해 조율하고 진행

중인 선박 및 ROV�개선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며,�각�연구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권장함.

▪ ROV�사용자 위원회 –� ROV�문제에 대한 MBARI� 직원 간의 의사 소통을 향상 및 촉진하고,� ROV�개
발,�업그레이드 등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함.�이 위원회는 MBARI의 기관장 및 부

서장들에게 ROV�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3) 운영장비

(1) ROVs

§ ROV는 테더 케이블과 배로 연결되어 파일럿에 의해 조종되는 장비로 Ventana와 
Rickettes 2개의 ROV를 보유하고 있으며 샘플 채취, 움직임, 장비 운반 등에 사용되는 
매니퓰레이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업을 녹화하는 고해상도의 비디오와 스틸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다양한 샘플링 장비와 센서를 운반할 수 있음.

§ 테더 케이블은 ROV와 모선을 연결하며, ROV로는 전력을 공급하고, ROV에서 취득한 자
료와 비디오 이미지를 모선으로 전송함. 테더 케이블은 ROV 미션 수행하는 동안 변형, 
마모,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함.

§ ROV는 여러 가지 툴슬레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ROV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
여 금속 프레임을 제작하여 본체 아래에 연결한 뒤, 필요한 장비를 넣어 미션을 수행하
며 목적에 맞는 장비로 교체하고, 그에 따른 소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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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V�Ventana
Dimensions 5’6“�width� x� 10′� length� x� 7′3”� height� (5,660� pounds)

Structure� &� Ballast

Core� vehicle� dry�weight:� 2,567� kg.� (5,660� lbs.)

Core� vehicle� with� benthic� sled� is� typically� 7450� lbs.

Core� vehicle� with�midwater� sled:

Heaviest� configuration:� 8225� lbs.

Lightest� configuration:� 7450� lbs.

Configurable� ballast� c/w� benthic� sled:

Heaviest� configuration:� 8225� lbs.

Lightest� configuration:� 7450� lbs.

Power� (hotel)

Lighting:� 3.4� kW

System:� 1.1� kW

Science:� 3.5� kW

Hydraulic� power 3000� psi

Two�manipulators
Schilling� T4� 7-function�with� camera,� Schilling/Oceaneering� Hybrid�
Atlas� 7-function

Umbilical� cable 2,300�m

▪  ROV�Doc�Ricketts
Dimensions 6′� width� x� 12′� length� x� 7′� height� (10,500� pounds)

Depth� rating 4000�meters

support� vessel Western� Flyer

Vehicle� Type Electro/Hydraulic

Vehicle� Power 75shp

Vertical� Thrust >� 550kg

Horizontal� Thrust >� 650kg

Variable� Buoyancy� System 7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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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 Doc Ricketts Research Vessel Western Flyer

ROV Ventana Research Vessel Rachel Carson

그림  MBARI 연구소에 운영중인 무인잠수정 시스템과 모선

(2) AUVs

§ MBARI는 선박과 케이블로 연결되지 않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AUV를 개발하기 시작하였
고, 이 플랫폼은 선박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
디서든 모든 수심에서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페이로드가 
필요한데, MBARI의 엔지니어들은 추진, 항법, 전력, 조정, 그리고 응급위치 시스템 등과 
같은 기본 요소들은 수정하지 않고 빠르게 장착 할 수 있는 페이로드를 개발하였음.

§ AUV는 해수면 위에서 프로그램 된 후, 이동하며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MBARI의 
AUV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 미세 조류로부터 나오는 클로로필 등 수괴의 물리적인 특
성을 측정 할 수 있으며, 해수의 소립자들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해저면을 맵핑하기도 하
며 해저와 수괴의 이미지를 수집할 수도 있음.

§ 해양과학 분야에서 AUV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응용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적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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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과학 장비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운영비용은 줄어들고 있음. AUV는 해양 탐사 
및 샘플링에 아주 유용하며 이제는 매우 흔한 수단이 되었으며, 또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수심의 샘플링도 가능하게 되었음.

▪ Dorado�AUVs

▸ Dorado�급 AUV는 어뢰모양으로 직경 53.3cm이며,�길이는 최소 2.4m~6.4m,�단일 프로펠러로
움직임.

▸ IAUV� (Imaging�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 이 시스템은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서식하고 있는 생물을 구분하거나 해저의 유

의한 특징을 기록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의 스텔스 카메라, 두 개의 제논 스트로브 광원, 
장애물 회피 소나, 음향 모뎀, 네이게이션 소나로 이루어져 있음.

§ IAUV는 ROV를 사용하여 걸리는 탐사 시간의 1/3만에 저서 생물의 시계열 조사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맵핑 AUV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해저에서 초당 1m 의 속도로 3미터씩 비행하도록 프로그램 되며, IAUV의 
카메라는 1.8초마다 찍어 4미터 폭의 중첩 이미지를 생성하여 하나의 연속 모자이크로 
병합하여 게의 더음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선명한 해상도로의 결과물을 산
출할 수 있음.

§ 두 개의 스트로브의 빛은 AUV 직하방 해저면을 고르게 비추도록 신중하게 제어되며  
고해상도의 이미지와 조명은 동물 식별 작업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반의 자동 시각 이벤
트 감지 시스템 (Computer-based Automated Visual Event Detection System)의 정
확성을 크게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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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해저면 및 중층 영상촬영에 특화된 AUV (Imaging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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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floor�mapping� AUV
§ 선저 장착형 혹은 인양 방식의 소사 시스템 보다 더 놓은 해상도의 맵핑을 가능하도록 

AUV를 개발하였음.
§ 현재 맵핑에 최적화된 AUV는 2대이며 미터 단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음. 이 AUV에는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운영되는 멀티빔소나, 두 개의 사이드 스캔소나, 천부지
층탐사기 등 4개의 소나가 장착되어 있으며, 멀티빔 소나는 고해상도의 지형도를 생성하
며, 사이드스캔 소나는 음파의 반사강도에 따른 해저면 영상을 생산함. 천부지층탐사기는 
해저면의 퇴적물을 투과하여 퇴적물, 단층, 기반암 등의 층을 탐지하게 하며, 이 모든 구
성요소는 6000m 급으로 미리 프로그램 된 미션을 수행하며 회수를 위하여 배로 돌아올 
때까지 배터리로 운영됨.

§ 측면으로 주사하여 스캔하도록 하는 빙하 하부탐사용 AUV를 개발하였으며 빙하의 하부 
구조를 맵핑할 수 있음. 이 AUV는 Monterey Canyon의 수직 절별에서 테스트된 이후 
2017년 동 그린란드의 피오드르 탐사에서 사용되었음.

그림 101 해저면 지형탐사에 특화된 AUV 내부 구조

▸ Upper-water-column� AUV
§ 2009년에 MBARI의 AUV 의 Gulper 해수 샘플링 시스템으로 취득한 해수 샘플로부터 

생물다양성을 살펴보거나 샘플링 하는 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Gulper 샘플러는 
MBARI에서 개발한 페이로드로 이것이 장착된 AUV는 상층 수괴에서 대량의 해수 샘플
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운항 중 약 18 리터까지 해수를 샘플링 할 수 
있다. 

§ Gulper 샘플러 시스템은 이 플랫폼의 중심부에 마운트 되어 있는 주사기 모양의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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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러로 10개가 나열되어 있으며 각 샘플러는 2리터까지 채수할 수 있다. 미션이 종료
되면 이 샘플들은 선상 혹은 실험실로 옮겨져 분석된다.

그림102 . 채수 시스템을 갖춘 중층 플랑크톤 촬영에 특화된 AUV 내부구조.

▪ Tethys AUVs

§ LRAUV (long-range AUV) 라고도 하는 Tethys AUV는 장거리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AUV임.

§ Tethys는 직경 30.5cm, 길이 230cm, 무게는 120kg로 2007년 화학 분야와 생물 분야
의 장비들을 1,000km 이상의 range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음. 화학 및 생물 분야
의 센서들이 필요로 하는 크기와 소비전력은 기존의 long-range 글라이더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고,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AUV는 내구성이 부족하여 적합하지 않았음. 이 기기
는 0.5~1m/s의 속도로 움직이는 고효율 프로펠러로 움직이며 2009년 운행을 시작하였
음.

§ LRAUV 는 현장의 센서와 해수 샘플러를 사용하여 적절한 시간과 필요한 양으로 샘플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생물학적 과정을 갖는 실험의 필요성을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음.

그림 103 장기운항을 고려하여 개발된 Tethys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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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해 계획

∙ MBARI�역시 NDSF와 마찬가지로 장비활용요구자가 아래의 항목을 기술한 항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영 담당자와 협의를 거치게 됨.

∙ 항해 시작 전 아래 사향을 준비하고 확인할 것

ü Checklist of supplies to bring
ü Cruise legs should not exceed 10 days
ü Cruises outside home port
ü Darkroom specifications
ü Data and video formats
ü Departure/arrival times
ü Hazardous and radioactive materials
ü Policies
ü Precruise/postcruise reports
ü RHIB (Rigid Hull Inflatable Boat) Operations
ü ROV dive time definitions
ü ROV users checklist
ü Safety Management Manual – relevant sections for scientists
ü Science party guidelines for operations
ü Science party size
ü Scuba diving
ü Ship to shore communications
ü Staying onboard prior to early depar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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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일본 JAMSTEC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1) 기관 및 운영

∙ 일본,� 1971년 10월에 일본 해양 과학 기술 센터로 설립되어 2004년 4월 독립 행정 기관으로 출자한
뒤 2015년 국립 연구 기관으로 승격하였음.

∙ 모선으로 하는 연구선과 잠수정을 함께 운영함.

2) 운영장비

(1) Deep Submergence Research Vehicle SHINKAI 6500

∙ 6,500m�까지 잠항할 수 있는 유인잠수정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잠수정 중에는 가장 깊이 잠항할
수 있음.�

∙ 1991년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500회의 잠항을 수행하였음.

그림 104 일본 잠스텍에서 운영중인 유인잠수정 신카이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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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양
Length 9.7�m� [9.5m]

Beam 2.8�m

Height 4.1�m� [4.3m]

Weight� in� air 26.7� tons

Max.� operation� depth 6,500�m

Accommodation 3� (2� pilots� and� 1� researcher)

Pressure� hull� diameter Φ2.0�m

Normal� dive� duration 8� hours

Life� support� duration 129� hours

Payload 150� kg� (in� air)

Maximum� speed 2.7� knots� [2.5� knots]

Instruments� installed

2� HD� video� cameras

1� CTDO� (salinity,� temperature,� pressure,� and� dissolved� oxygen)

1� digital� camera

1� seawater� thermometer

2�manipulators� (7� joints)

2�mobile� sample� baskets

Navigational� devices� and� others

그림 105 유인잠수정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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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ep Sea Cruising AUV URASHIMA

∙ 1988년 심해 탐사를 위해 개발된 AUV로 모선 YOKOSUKA와 함께 운용됨.
∙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프로그램 된 경로를 이동함
∙ 조사선보다 해저면에 가까이 접근이 가능하여 고해상도의 해저지형 자료와 천부지층 자료를 취득할 수
있음.

∙ 한번 잠항할 때마다 해저면으로부터 100m�의 고도에서 5㎢�면적의 수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 폭 1.3m,�길이 10m�의 큰 몸체는 크기가 큰 관측기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페이로드 공간은 성인
4명이 들어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장착할 수 있는 장비가 매우 다양함.

∙ Niskin�채수기 (24� bottles)와 고정밀 중력계,�합성개구 소나가 장착되어 있으며,�자력계 케이블 토잉이
가능하고,�장비로부터 음향신호 송·수신이 가능함.

그림 106 심해 무인잠수정 우라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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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양
Max.� depth� capability 3,500�m

Cruising� distance More� than� 100� km

Dimensions 10�m� (L)� ×� 1.3�m� (W)� ×� 1.5�m� (H)

Weight Approx.� 7� tons

Cruising� speed 0� –� 3.0� knots

Power� source Lithium-ion� battery

Operation
Autonomous� or� acoustic� remote� control

(wireless,� operated� from� the� support� ship)

Survey� instruments

Multibeam� echo� sounder

Side� scan� sonar

Sub-bottom� profiler

CTD

그림 107 심해잠수정 우라시마의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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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500m 급 ROV HYPER-DOLPHIN

∙ 1999년 캐나다에서 개발한 HYPER-DOLPHIN은 최대 4,500m�수심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초고감고 HD� TV�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이 장비는 심해에서의 화면을 얻을 수 있음.

∙ 해저로부터의 샘플은 두 개의 로봇팔로 취득할 수 있음.

그림 108 잠스텍에서 운영중인 ROV 하이퍼돌핀. 일본 자체에서도 ROV 개발 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과학탐사를 위해서는 성능이 확인된 캐나다 ISE사의 상용 ROV를 도입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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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양
Length 3.0 m

Breadth 2.0 m

Height 2.6 m

Weight in the air 4.3 t

Max. depth capability 4,500 m

Payload weight 100 kg (in the air)

Maximum speed

3 knots forward,
2 knots reverse,
2 knots laterally,
1.5 knots vertically

Propulsion 6 Electric-hydraulic thrusters

Research and
observation equipment

Ÿ Two 7-pivoted manipulators
Ÿ High-definition TV camera
Ÿ Color CCD TV camera
Ÿ Digital still camera
Ÿ Aft TV camera
Ÿ Responder
Ÿ Lights (5 HMI lights, 1 halogen light)
Ÿ Retractable light boom (left and right)
Ÿ Umbilical cable 5,000 m
Ÿ Depth sensor, Altimeter
Ÿ Obstacle avoidance sonar
Ÿ Electric-hydraulic motor: 55.9 kW

그림 109 하이퍼돌핀 ROV의 주요 임무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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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V KAIKO

∙ 수심 7,000m�까지 잠수 가능하며,�모선과 함께 운용됨.
∙ 런쳐와 장비 본체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운용중인 버전은 KAIKO�Mk-Ⅳ�버전임.

그림 110 KAIKO Mk-IV-02 진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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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양
Launcher Vehicle� (KAIKO�Mk-IV)

Length 5.2�m 3.0�m

Breadth 2.6�m 2.0�m

Height 3.2�m 2.6�m

Weight� in� the� air 5.8� tons 5.5� tons

Max.� diving� depth 11,000�m 7,000�m

Payload�weight - 300� kg� in� air,� 200� kg� in�water

Tow� speed Up� to� 1.5� knots 0� to� 1.0� knots

Research� and�
observational

equipment

CTD,� side� scan� sonar,� and�
sub-bottom� profiler

Two� video� cameras,� digital� still�
camera,� two� high� definition�
video� cameras,� video� camera�
with� a� wide-angle� fisheye� lens,�
compact�monitoring� video�
camera,� lights,� CTD,� and�
dissolved� oxygen�meter

Navigational

equipment

Obstacle� detecting� sonar,�
monochrome� video� camera� for�
monitoring� the� Launcher/Vehicle�
connection,� video� camera� for�
monitoring� the� secondary� cable,�
altimeter� using� the� primary�
wave� from� the� sub-bottom�
profiler,� compass,� and� depth�
meter� also� used� for� the� CTD�
sensor

Thrusters,� obstacle� detecting�
sonar,� altimeter,� inertial�
navigation� system,� Doppler�
Velocity� Log,� depth�meter,�
monochrome� rear� view� video�
camera,� video� camera� for�
monitoring� the� Launcher/Vehicle�
connection,� and� ROV-Homer

Operational

equipment
-

Two�manipulators�with� seven�
degrees� of� freedom

Cables
Optical/power� composite� cables� (12,000�meter-long� primary� cable�
with� a� diameter� of� 45�millimeters� and� 250�meter-long� secondary�
cable� with� a� diameter� of� 29.5�millimeters)

3) 자료

� � DARWIN� (Data� and� Sample� Research� System� for�Whole� Cruise� Information� in� JAMSTEC)�

시스템을 운영하여 모든 항차의 기록과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http://www.godac.jamstec.go.jp/darwin/e)

그림 111 잠스텍에서 운영 중인 과학잠수 자료 관리 시스템.

http://www.godac.jamstec.go.jp/dar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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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독일 GEOMAR Helmholtz Centre for Ocean Research Kiel

1) 기관 및 운영

∙ 독일,�GEOMAR�Helmholtz� Centre� for�Ocean�Research�Kiel
∙ 90%의 독일 연방과 10%의 Schleswig-Holstein�주의 기금으로 운영됨.
∙ 기관장과 이사진 아래 크게 4개의 연구부서와 설비/시설 및 자료를 다루는 5개의 센터 중 Technology�
and� Logistics� Center가� ROV,� AUV�등의 잠수정 플랫폼을 관리하고 운영함.

∙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들 대부분이 상업화되어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잠수정임.
∙ 영국의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NO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
Nederlands� Instituut� voor� Onderzoek� der� Zee� (NIOZ)�등의 기관과 함께 조사선 및 플랫폼을

공동으로 활용하며,�MFP� (Marine� Facilities� Planning)�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

(https://nerc.marinefacilitiesplanning.com/)

그림 112 EU 차원에서 운영중인 연구 플랫폼 공동활용 계획 웝사이트

2) 운영장비

(1) ROV KIEL 6000

∙ QUEST� 7,� electric� "workclass"� ROV� (미국,� Schilling� Robotics)
∙ 수심 6,000m까지 잠항할 수 있음.�
∙ DP�등의 필요조건이 맞는 선박에서 운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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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양
Type QUEST� 7,� electric� "workclass"� ROV� (Schilling� Robotics� LLC)

Operating� Depth 6000�m

Dimension length:� 3.5�m,�width:� 1.9�m,� height:� 2.4�m� (including� toolskid)

Weight�
in� air� approx.� 3500� kg� (incl.� toolskid);�weight� in�water� neutral� or�
slightly� positively� buoyant

Velocity
forward/reverse� 3� knots

lateral/vertical� 2� knots

Drag� forces� of� ROV 530� kgf� (forw./rev.),� 340� kgf� (lateral),� 300/380� kgf� (vertical)

Propulsion
7� electric� thrusters� SPE-380�with� 600� VDC�@� 15� kW� each�
(sub-Atlantic� Inc.)

Auto� heading ±� 2°

Station� keep� (dP) ±� 0.3�m

Electric� power 3800� -� 4160� VAC/460�Hz,� 60� kW� on� ROV

Deep� sea� cable 6500�m�@� 19�mm

Midwater� cable 2700�m�@� 19mm

Tether 500m�@� 23�mm

Deep� sea�winch 2� eletric�motors�@� 80� kW,�weight� 30� t

Midwater�winch weight� 10� t

Tetherwinch capstain� of� ca� 3� t

Digital� Telemetry
4� Subsea� Nodes�with� 64� Ports� in� total� (serial,� video,� ethernet),� and�
a�multiplexer� for� data� transfer� in� the� GBit� range� (incl.� HDTV)

Scientific� payload
up� to� approx.� 100� kg� on� toolskid� with� 2� hydraulically� driven�
drawers

Hydraulics
pump� 15� kW�with� 39� lpm�@� 207� bar� for� operation� of� the� 2�
manipulators,� drawers� and� suction� sampler.� 2� valvepacks� provide�
the� possibility� for� connection� of� further� tools

Transport�
of� the� entire� in� 5� 20'� ISO� containers� (incl.� 2� high� cubes).� Total�
weight� accumulates� to� approx.� 65� tonnes

Certification Germanischer� Lloyd,�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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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V PHOCA

∙ 2010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하였음.
∙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가벼운 3,000m�급

▪ 장비사양

Type
Comanche� 21,� electric� "workclass"� ROV�

(스코틀랜드,� sub-Atlantic)

Operating� depth 3000�m

Dimensions Length� 2.1�m,�width� 1.3�m,� height� 1.85�m

Weight
in� air� approx.� 1500� kg

in�water� neutral

Propulsion 7� electric� brushless� DC� thrusters� SPE-250

Velocity max.� 2.5� knots� (forward� /� reverse)�

Station� keep� (dP) ±� 0.5�m

Auto� heading ±� 5°

Electric� power� supply 3000� VAC/400�Hz

Electric� output 70� A� at� 400� V

Midwater� cable
2200�m�@� 19�mm,� 1.3� t/km� in� air=� 3,5� t,� 1� t/km� in� water;� allows�
deployments� down� to� approximately� 2000�m

Scientific� payload up� to� 100� kg

Hydraulics
Pump� 15� kW�with� 39� lpm�@� 207� bar� for� operation� of� 2�
manipulators.� External� tools�may� be� integrated.

Transport
of� the� entire� system� two� 20'-ISO-containers.� The� total�weight� is�
approx� 30� t.

독일 키엘대학에서 운영중인 KIEL 6000 독일 GEOMAR운영중인 ROV PHOCA. 
 미국 Schilling사의 ROV를 개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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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V ABYSS

∙ 해양연구용 AUV로,�수심 2,000~6,000m에서 운용됨.
∙ 미국의 Hydroid,� LLC에서 2008년 제작되었으며,�이 시스템은 German� Research� Foundation�
(DFG)의 펀드로 구매되었음.

그림 115 독일 GEOMAR에서 운영중인 AUV ABYSS. 미국 Hydroid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장비사양

Type REMUS� 6000,� Hydroid

Operating� depth 10� ~� 6,000�m

Dimensions Length� 2.1�m,� width� 1.3�m,� height� 1.85�m

Weight
in� air� approx.� 880� kg

in� water� 5� kg

Speed 2.5� –� 4� kn�

Mission� Time up� to� 22� h� (Sidescan� Sonar)� /� up� to� 16� h� (Multibeam� Sonar)

Max.� Range 120� km

Power� Supply

2� Lithium-Ion� battery� packs� provide� the� AUV� power� during� a� dive

Each� of� the� two� batteries� consists� of� 672� single� cells� and� is�
secured� in� a� pressure-tight� titanium� bottle

Each� of� the� two� battery� sets� can� provide� 5.6� kWh

Batteries� are� loaded� by� external� software-controlled� chargers

external� power� supply� is� available

Sensor� (integrated)

Seabird� SBE� 49� FastCat� CTD� (pumped� CTD� for� determining�
conductivity,� temperature� and�water� pressure)

Wet� Labs� ECO� FLNTU� fluorometer� and� turbidity� sensor

Edgetech� 2200-MP� 120/410� kHz� sidescan� sonar

SeaBat� Reson� 7125�multibeam� 200/40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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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영국 National Marine Equipment Pool (NMEP)

1) 기관 및 운영

∙ 영국의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NOC)�에서 운영.
∙ 유럽에서 가장 큰 해양과학장비시스템(pool).
∙ 연구 목적에 맞는 장비를 운영하며 사전준비부터 유지,�보수,�검보정 등 그에 맞는 기술 지원을 수행함.
∙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엔지니어들은 NOC�소속이며 장비는 NMEP�소속임.
∙ autosubs(AUV),� gliders,� ASV,� ROV�등을 운영하고 있으며,�사용은 MFP� (Marine� Facilities�
Planning)�라는 커뮤니티를 통하여 가능함.

2) 운영장비

(1) Autosubs (AUV)

∙ 1997년 첫 임무 수행을 시작으로 활용범위를 넓히는 등의 개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 현재는 6,000m�급의 Autosub6000� 1대와 Autosub� Long� Range� AUV� 3대 운영 중.

그림45. 영국 NOC에서 개발하여 운영중인 Autosub6000

(2) ROV Isis

∙ 영국에서 가장 깊이 잠수할 수 있는 연구용 ROV
∙ 6,500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시료 채취,�고해상도 비디오 촬영,�퇴적물 코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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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양

Weighing 4,000� kg

dimensions 2m� ×� 2m� ×� 2.5m

equipment cameras,� lights,� thrusters,�manipulators

그림 118 영국 NOC에서 운영중인 ROV. 캐나다 ISE사의 Isis ROV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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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외 연구기관의 잠수정 도입 전 실시한
기술수요분석사례

￭ 해저 근접 탐사용 잠수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최적의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 워크샵 혹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기관이 미 해양대기국

(NOAA)와 비영리 사립기관인 Schmidt�해양연구소(SOI)로 NOAA�의 경우 해저 서식지와 관련 유기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탐색 조사 (Visual� Survey)에 적합 장비의 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기술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여기서는 본 사업의 대상 장비 중 ROV와 AUV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 볼

예정이며,�이를 통하여 연구 목적에 따른 장비의 선정 과정 뿐 만 아니라 각�플랫폼에 필요한 연구

장비와 운영 장비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SOI의 경우 연구목적의

4,500m급 ROV를 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수요에 대한 내용을 2회의 설문조사와 워크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본 장에서는 기술수요분석 사례를 통하여 장비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과 장비 선정 이후 필요한
기술을 확인하고,�어떤 과정을 통하여 적용시키는지 일련의 과정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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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목적에 맞는 탐색 장비 선정을 위한 기술각서 (NOAA)

3.5.1.1.�요약

•�미 해양대기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내 조직중 하나인 수

산국은 수산 정책과 NMFS�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을 담당하고 있다.� 이 문서(A�

COMPARATIVE� ASSESSMENT� OF� UNDERWATER� VISUAL� SURVEY� TOOLS:� RESULTS� OF�

WORKSHOP� AND� USER� QUESTIONNAIRE,� 문서번호 NOAA-TM-NMFS-SWFSC-547)는 NMFS에서

발간한 NOAA의 기술각서(Technical�Memorandum,� TM)로써 수중 탐사 플랫폼의 평가를 위하여 사

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워크샵의 논의 결과를 담고 있다.

•�해저 서식지와 관련 유기체 연구를 위한 시각 조사(visual� survey)는 점차 보편화 되고 있지만,�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은 어떠한 도구(tool)와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원격조종무인잠수정 (ROV),�자율운항무인잠수정 (AUV),�유인잠수정 (HOV),�토잉 카메

라 슬레드 (TCS),�잠수사 (Scuba)�등 장비 유형에 따른 다섯 가지 장비의 능력,�한계점,�운영 시 고려

해야할 점,� 소요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설문지와 워크샵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작

성되었다.�이 장비들은 현재 저서생물과 서식지 연구에는 매우 표준적인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설문조사에는 해양학자,�엔지니어,�자원 관리자,�그리고 정부와 비정부 소속의 공공 정책 전문가,�학술

기관 소속 인원 등 총 11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워크샵에 48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대

부분의 참석자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 장비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비용이라고 응답하였다.�비용에는

장비 뿐 만 아니라 조사 대상 유기체와 서식지,�장비와 모선의 이용가능성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하며,�

그에 따른 트레이드 오프 (Trade-offs)�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장비와 현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체 작업의 복잡성은 수심에 따라 증가함.

•� ROV는 기능성,� 비용,� 이용가능성 면에서 가장 일반적이지만,� 테더를 운영하는 도중 서식지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복잡한 환경의 다양한 군집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유기체의 거동을 연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수심 30m�이하 일 경우 스쿠바,�수심 30m�이상 일 경우 HOV가�비용에 상관없

이 가장 좋은 선택임.

•� TCS와 몇몇 AUV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굴곡이 많은 지형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며 샘플링을 할 수

없거나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설문지의 응답과 워크샵에서는 시각 조사 장비의 사용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자료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실제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장비와 취득 자료가 해양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장기

적인 노력이 필요함.

•�해양 과학 연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탐색 장비가 부족함.�

•�장비를 선정 시,�조사 조건과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함.

•�굴곡이 많은 지형과 강한 조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디자인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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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과 장비를 연결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음.�예를 들어,�일부 큰 잠수정을 효과적으로 작동하

려면 DP� (Dynamic� Positioning)�시스템과 특수 크레인이 있는 적당한 크기의 선박이 요구됨.

•�이런 잠수정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선 설계와 모니터링을 위해서는,�특히 어류 생태 연구

지역의 해저 맵핑이 중요하며,�해저 특성 지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상검증 (groundtruthing)�이 필

요함.

3.5.1.2.�소개

•� 해저 서식지와 그와 관련된 유기체 조사는 해양 연구와 자원 관리 분야에서 점점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사에 필요한 장비의 능력과 비용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연구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것 또한 매우 복잡한 임무이다.�실무 그룹 (Working� Group)�은 관련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으

며,� 두 번의 워크샵에서 해저 접근 탐색 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저서 모니터링의 부분의

일환으로 수중 이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장비를 선택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교나 가이드라

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과 관리자들은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해저 접근 탐색 플랫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먼저 해저 생태계 연구를 위

한 조사에 필요한 장비의 능력,�한계,�운영 시 고려해야할 점,�소요 비용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해양 과학자,� 엔지니어,� 관리자들을 포함한 광범위의 대상자로 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워크샵의 참여자에게 제공되었으며,�플랫폼의 사용,�사양,�한계점 등을 추가로 조사

하기 위하여 소규모 그룹을 소집하였다.� 설문조사와 워크샵은 해저 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는 이동 플

랫폼에 집중되었다.�이 문서의 목표는 실제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며,�향후 필요

한 사항,�장비 선택 시 비용과 능력의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워크샵의 설문지는 총 2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이 중 몇몇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거나 자유 형

식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각� 응답자의 전문성,� 주로 사용하는 장비의 형태,� 조사의 목

적,� 장비를 선택하는 이유와 사양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고안 되었으며,� 자료 취득과 운영

만족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대상 탐색 장비는 워크샵 이전의 설문조사에서 분류한 것처럼 다섯 가지이며,� 이 다섯 가지 장비들은

해저면을 근접하여 탐색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설문조사에는 음향학적 방법,�조사와 회수,�탐색,�고정

되어 있는 시스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후처리 이미지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직접적으로 포함

되지 않았으나,�많은 응답자들이 자료의 처리와 보관 및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넓은 범위의 168명을 초대하여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 알

리도록 하였다.�잠재적인 응답자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가 없었지만,�초기 대상은 장비 사용자와

운영자,� 엔지니어,� 프로그램 관리자,� 자료 관리자,� 기금 단체 등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금을 운영하는

등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였다.�



� 0104�  제3장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 제원 선정을 위한 연구동향과 수요분석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ü 응답자들의 배경과 전문성,�탐색 장비에 대한 관심

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목적

ü 운영 시 소요비용

ü 장비와 조사의 필요한 사양

ü 장비의 능력과 실제 현장에서의 이용가능성의 차이

ü 향후 연구의 우선순위와 필요한 기술들

3.5.1.3.�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정보

� � 총 11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50%�이상이 어업 연구,� 20%�는 해양생물학자 혹은

생물해양학자로 나타났다.�이외에는 다양한 해양학 분야의 연구자와 기술자,�장비 운영자,�공공 정책

담당자들이 있으며,�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 분야의 장비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 사용 장비와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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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주로 사용하는 장비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ROV를

선택하였으며,�질문의 응답자 중 70%�이상이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1년에 20일 이하로 장비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ROV의 경우 1년에 20일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장비의 주된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HOV와 ROV의 경우 종과 서식지

등의 생태계 조사를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대답하였다.�몇몇 응답자들은 해저 서식지 맵핑의

지상검증을 위해서 ROV를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AUV의 경우 서식지 맵핑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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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보유 및 소요 비용

� � ROV,� AUV의 경우의 응답자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ROV는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 �실제 장비를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장비의 초기 구매 비용을

질문하였을 때,� ROV�의 경우 $5,000-50,000부터 $1,000,000�이상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AUV�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1년 달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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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간 유지비(보험료 포함)를 묻는 질문에는 ROV�혹은

AUV의 경우 $500부터 $50,000�이상의 범위까지 넓은 범위로 조사되었다.

�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회수를 포함한 운영비용(선박 사용료 제외)을 묻는

질문에는 ROV의 경우 $500~6,000/일 이 가장 많았으며,� AUV�의 경우 평균 $500/일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나,� $6,000~10,000/일 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 �장기임대 혹은 대여로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일간 운영비(선박 사용료 제외)가�HOV�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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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6,000~10,000�라고 대답하였으며,� ROV의 경우 $10,000~15,000라고 응답하였다.�소유한

경우에 비하여 일간 운영비가 최소 3배에서 30배로 많게 조사되었다.

� �장비의 사용해역이 천해의 경우,� ROV는 소유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장기임대 혹은 대여로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수심 50m�이상의 해역에서는 소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1,000m�이상의 심해에서는 장기임대 혹은 대여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장비의 사양

� � 각�유형별 장비 사양에 대한 문항에는 필요 인력,�항해 전·후 계획,�모선,�조사 장비,�자료와 샘플 수집,�

항행,�이미지,�조명,�장비의 효과와 가능한 오차들을 포함한다.� (부록 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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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장비의 유형과 상관없이 낮에 조사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으며,�일부는 시간에

상관없이 낮과 밤에 모두 운영한다고 대답하였다.�

� �자료 취득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의 경우,�잠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 모두 5~8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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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측선의 경우 대부분의 장비는 직선 측선으로 운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AUV는 해저 지형 등

조사 대상의 굴곡을 따라 움직인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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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선택의 이유

� � 유형별 장비 선택의 이유는 각�장비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 �장비 유형별 만족도 또한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 �모든 장비가 같은 목적으로 똑같이 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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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개선점

▸ 각 플랫폼의 성능

� � 71명의 응답자가 응답하였으며,� AUV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모든 사용자들이 카메라의 품질과 조명에

대한 기능 고도화를 제안하였으며,�두 번째로 많은 의견은 장비의 사양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응답자의 수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 향후 사용

� � 약 7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향후 잠수정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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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연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장비는 AUV,� ROV이라고 응답하였다.

� �향후 이런 해저 접근 탐색 장비 이용한 연구가 현재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가�넘게

나타났다.

� �그 중 서식지 등 생태계와의 연계성,�어업량 산출 등의 생물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위 목록 이외에도 장기간 모니터링,�고해양학,�일시적 관측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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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명의 응답자중 약 40%의 응답자가 비용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운용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나,�조사 대상 유기체,�트레이드 오프,�장비와 모선의 능력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0115

활용자를 위한 가이드

1)�관리자를 위한 가이드 (응답 59명)�

ü 기존의 장비로 쉽게 샘플링 할 수 없는 서식지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ü 해저 군락지의 종-서식지의 상호작용과 장기간 모니터링은 가장 우선적인 연구임.

 트롤 등으로 샘플링 할 수 없는 서식지나 개체수가 급감하는 종들, 해양 보호구역 등의 개

체 수 산출 등의 분야에서 특히 중요함.

ü 장기간 해양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유용할 것임.

ü 비용의 효율성, 통계적인 오류, 적합한 조사 계획 등에 대한 조사 장비를 개발해야함.

ü 해저 근접 탐색 잠수정을 이용한 조사는 비용이 많이 소요됨.

 취득 및 후처리 된 자료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연구적/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있

어서 사용가능하도록 해야 함.

 연구자들은 비용대비 고효율의 조사를 수행해야함.

 조사 결과물에 대한 자료집 혹은 출판물을 산출할 것.

 최종 결과물 역시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품질을 가져야함. 

ü 관련 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음.

 장비 운영자들은 그게 알맞은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함. 

ü 해저면 맵핑은 효율적인 조사 설계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함.

ü 사용되는 장비에 상관없이, 목적과 취득 자료를 정확히 해야 함.

ü 비디오와 스틸 이미지는 보관 기록으로써 향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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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비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 (응답 58명)

ü 장비가 연구목적에 맞는지 확인할 것.

 장비를 조사 조건에 맞게 최적화할 것.

 연구자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

 점 연구를 하는 장비의 경우 운영의 유동성을 가질 것.

ü 운영하는 장비의 한계를 인식할 것.

 조사를 설계하기 전에 연구자들과 한계점을 논의할 것.

 연구자들의 변경된 요구에 따라 장비를 향상시킬 것.

 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이해할 것.

ü 취득된 자료의 품질과 유용성을 향상시킬 것.

 조사 해역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것.

 조명, 소음, 교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정의할 것.

 적시에 자료를 제공할 것.

 엄격하고 반복 가능한 항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할 것.

 지형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ü 각 항차가 끝난 이후에 평가를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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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장 연구자와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 (응답 56명)

ü 장비와 항행 시간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 할 것.

 연구의 목적을 정확히 하여 계획을 세울 것.

 장비의 한계점과 가능한 점을 인지할 것.

 예산 수립시 백업용 장비와 기구들을 포함시킬 것.

ü 장비가 연구목적에 맞는지 확실하게 할 것.

 조사 조건에 맞게 장비를 최적화 할 것.

 수심 200m 이하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ROV는 전력 부족과 강조류에서의 운영 등 어려

움이 있음.

 강한 조류, 낮은 시야 등 최적의 환경이 아닌 조건에서 작업할 경우, 유용한 자료를 기대

하지 말 것.

ü 어류나 생태계 관리 등 관심 있는 지역의 고해상도 해저 맵핑을 주도할 것.

ü 취득 자료의 품질과 유용성을 향상시킬 것,

 조사 해역과 유기체의 크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

 장비가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에 따른 오차를 미리 확인할 것.

 조사 자료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평가할 것.

 사용하게 될 방법과 소요되는 내용을 평가할 것.

 자료와 메타데이터를 공유할 것.

 위치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장비들 간의 검보정 연구를 수행할 것.

 시기 적절한 자료를 생산하고 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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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연구의 우선순위

ü 해저 군락지의 장기간 모니터링은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됨.

 넓은 시공간적 스케일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저 군락지의 생태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서식지의 상호작용의 특성과 서식지-종의 양을 산출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MPA)의 유효성과 전체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획량 산출을 위하여

ü 장비의 검보정 

 각 장비로부터 생성된 자료의 오차와 불확실도를 추산함.

 현장의 과정과, 조사 설계, 최종 생산되는 자료의 형태 등을 표준화함.

 통계분석을 실시함.

 각 장비의 소음, 조명 등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함.

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기체 샘플링의 양을 증가할 것.

ü 방대한 시각 자료, 자료 처리, 보관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것.

ü 생물학자와 해양학자간의 협업을 증가시킬 것.

ü 여러 다른 종류들의 장비로부터 생성된 자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학문적 결과를 산출할 것,

ü 관리자 혹은 주주에게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전달하고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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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Capability)과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의 차이

ü 크기가 작고, 신뢰성 있는 HOV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ü 장기간 진수 가능한 카메라 시스템은 사용범위가 넓지 않음.

ü 광원이 적은 카메라 시스템은 소유 장비가 아닌 계약 장비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ü 몇 유압식 토잉 플랫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매하기 비싸고 디지털 비디오/스틸 이미지를 

위해서는 새로 장착이 필요함.

ü 자료 취득

 넓은 해역에 걸친 정확한 서식지 지도는 가능하지 않음.

 심해에서의 종 수집은 쉽지 않음.

 굴곡이 많은 지형과 강한 조류에서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더 많은 플랫폼이 필요함.

 이미지로부터 종을 구분하거나 나이와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진폭기가 있는 USBL 시스템이 필요함.

 장비를 운영하고 많은 양의 이미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함.

ü 이용 가능한 장비와 모선의 선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DP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음.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 일정 조율이 어려움.

ü 장비가 서식지와 유기체에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을 평가 할 것.

ü 자료의 처리, 기록, 제공 등은 자료 취득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 있음.

ü 많은 양의 시각 자료를 다루는 것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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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개발 기능

조사 비용을 줄이거나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개발되어야 할 새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총 49명이 응답하였음.

ü 수중위치정보 취득 능력을 향상시킬 것.

ü 측선위의 지형을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을 향상시킬 것.

ü 유기체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을 향상시킬 것.

ü 낮은 광원 카메라와 수중이미지의 자료처리 과정을 향상시킬 것. 

ü 목표물의 빠른 카운팅과 자동 고도 유지 센서 필요.

ü 현재 Work-class ROV에서 사용하는 DP 시스템 기반의 소형 장비.

ü 조절 가능한 증폭기가 있는 USBL 시스템.

ü 멀티빔의 지형도를 포함한 GIS기반의 실시간 3D 항해 장비.

ü 조명이 없는 야간에 작업하기 위한 적외선 센서 혹은 초음파 카메라.

ü 전력 소모가 적거나, 더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혹은 전력 시스템.

ü 사용이 쉬운 스테레오 비디오 시스템.

ü 통신과 조종에 필요한 광대역폭을 유지하면서 모선과 무선으로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ROV.

ü 초저소음 전력 추진 모터.

ü 자율 플랫폼에 적합한 샘플링과 거동의 발전.

ü 레이저 스캐닝의 향상된 수행능력과 운영.

ü 광원과 테더가 있는 반자동 플랫폼.

ü HD 비디오의 저장 용량 향상.

ü 자료를 쉽게 기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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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WORKSHOP

3.5.1.4.1. 플랫폼별 기능 평가

� � 각�플랫폼은 연구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재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사용가능한 수심과

서식지의 유형,�결과 자료의 요구되는 해상도,�불확실도 등이 중요하다.

� �각�장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특성들에 대한 평가를 표로 정리하였다.

▪ Diversity� of� observations� :�관찰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를 의미하며 자료를 취득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됨

▪ Operational� Flexibility� :� 장비의 사용 가능성,�운영과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의 수,�필요한
모선의 접근성과 유형 등으로 결정되는 작업의 유연성

▪ Operational� Complexity� :�샘플링과 조정 능력,�기동성 등으로 결정되는 작업의 복잡성
▪ Spatial� area� covered� :�조사 공간
▪ Taxonomic� resolution� :�생물종과 그룹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해상도
▪ Depth� of� operation� :�운용 수심을 나타내며 ‘high’는 넓은 범위를,� ‘low’는 천해만 운용 가능함을
의미함.

▪ Topographic� relief� :� 복잡하고 굴곡이 많은 서식지에서 작업할 수 있는 능력
▪ Level� of� risk� :�비용과 분실 가능성으로 평가되는 위험도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 장비와 운영의 비용과 복잡성 그리고 모선의 크기는 조사 수심에 따라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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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복잡성,�비용이 증가할수록 운송이 어려워지고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 제한됨.
▪ 장비와 모선의 운용가능성이 가장 주된 고려사항임.

 대륙붕과 사면 상부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형 연구 HOV를 필요로 함.

▪ 설계된 조사 계획에 따라 최적의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이용 가능한 장비에 맞추어 조사를
설계하는 경향이 있음.

▪ HOV와 잠수사는 ROV,� AUV,� TCS를 사용할 때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하기 용이함.
▪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료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거나 테더의 간섭 없이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대상 해역의 수심이 30m�이상일 때는 HOV�가,�수심 30m�이하일

경우에는 잠수사가 가장 좋은 방법임.

▪ HOV�는 수심 20m�이하의 천해에서는 강한 조류와 안개 혹은 머드층에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해수면이 높을 경우 진·회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동이 어려움.

▪ ROV와 TCS�는 모선과 테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 작업시간 제한이 없으나 테더 관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UV와 TCS�는 지상검증 자료로 쓰거나 좁은 케이블 루트를 조사할 때 유용함.
▪ 유영 AUV�는 멀티빔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굴곡이 많은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호버링 AUV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지만 고해상도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AUV�는 해저유기체/서식지의 샘플 취득에는 제한이 있으며,�강한 해류,�굴곡 많은 지형,�배터리의
지속 시간 등의 어려움이 있음.�또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운영 조건을 변경하기는 어려움.

▪ 유기체의 특징적인 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조사 장비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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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ROV� 도입을 위한 기술수요 설문조사 (SOI)

3.6.1. 개요 

∙ Schmidt� Ocean� Institute� (SOI)�는 2009년 3월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해양 연구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설 기관으로 SOI의 연구선 Falkor를 모선으로 하는 수중 로봇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수중 플랫폼들은 전 수심의 과학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수중 플랫폼들에는 과학 센서 및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어 넓은 범위의 자료와

샘플을 취득할 수 있다.�

∙ 이 문서(4,500m� ROV� Science�Mission� Requirements,� 2015)는 SOI�에 의하여 수행된 독립적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SOI에서 개발 중인 4,500m급 연구용 ROV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이 설문조사는 다양한 심해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새로운

4,500m급 ROV에 대한 향후 기대 성능,�과학 요구사항,�연구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고해상도의 비디오 자료 취득,�자료 수집,�샘플 채취,�매니퓰레이션,�진회수 장비,�해저면 조사 및

모자익 자료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또한 과학적인 표준 절차에 따라 자료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설문조사는 국제적인 해양 연구 커뮤니티의 28명으로부터 완성되었으며 27명은 SOI의 ROV�
연구위원회로써 이름을 밝히는데 동의하였다.

3.6.2. 항목별 평균점수 (Grade Point Average Scores)

∙ 각�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평균점수이다.�응답자들은 각�질문에 높음(5),�조금높음(4),�보통(3),�
조금낮음(2),�낮음(1)의 점수를 매겼다.�아래 표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주제에 포함된 항목별 내용을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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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연구 수행의 일반적인 능력

∙ 4,500m�급 장비의 경우 수층 연구 능력은 보통 이상,�해저 연구 능력은 약간 높음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장비 운영의 원격화 또한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3.6.4. ROV와 선박/육상 간 통신

▪ Directly� Available� Data� Streams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ROV와 선박이 직접 혹은 라이브 스트림으로 연결되거나, 육상으

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모든 센서는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원격 조정이 가

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 Telepresence
 텔레프레젠스 능력에 대한 의견은 다소 상반되게 나타났다. ROV 영상을 육상에서 바로 

확인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연구자와 대중들이 실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속도가 느리고 실시간 연결은 실

제 조사 및 탐사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경험에 대한 내용을 답변으로 작성한 응답자가 

있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화면만으로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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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견
 4K 라이브 스트리밍은 좋은 기능이기는 하나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다른 작업을 방

해할 경우에는 사용해선 안 됨.

 케이블에 전용 섬유 및 연결 수단을 통해 경우에 따라 4K 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를 지원

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제한된 양의 섬유로 4K 해상도 달성이 가능함.

 ROV 중앙 스테이션의 연구원과 선박에 탑승한 다른 연구자 및 육상의 연구자 간의 헤드

셋 통신 및 인스턴트 메세징 기능.

 카메라를 연결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가 이더넷 연결이 가능해야 함. 

3.6.5. 페이로드 기능

 응답자들은 ROV�운영 시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 중 하나인 페이로드 기능의 장점에 대해 균형 있는
의견을 제공했다.� ROV는 대부분의 경우 관측 목적보다는 샘플링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샘플링 장비와 기기들의 경량화가 중요하다.�그러나 현실의 많은 센서와 도구들은 아직 충분히

경량화가 되지 않아 큰 페이로드는 장착하기 어렵다.�무게가 많이 나가는 큰 페이로드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부력을 보완하거나 대형 추진기가 필요하며 이는 두꺼운 케이블과 무거운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95kg부터 300kg�범위의 무게를 추천하였으며,�가장 많은 의견은 150kg�이상이었다.�생물
연구 시에는 페이로드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은 반면 암석 샘플링 등이 필요한 지질학적 연구에는

페이로드의 능력은 중요한 요소이다.�캐나다 ROPOS의 경우 ROV�윈치를 사용하여 500파운드(약

227kg)�이상 들어 올릴 수 있다.

▪ 추천의견
 경량 유리 강화 플라스틱은 페이로드의 능력을 최대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
 모듈식 부유 시스템은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무겁고 큰 페이로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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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Dual spatially correspondent manipulator

� � 많은 응답자들은 모선에서 조종할 수 있는 포스 피드백(force-feedback,�임무 수행 중 충격이나 진동을

실제로 체감하게 하는 것)�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특히 유리 해면체와 같이 깨지기

쉬운 샘플링 작업에서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추천의견
 샘플을 채집하기 전에 클로즈업하여 확인할 수 있는 wrist-cam 이 장착된 매니퓰레이터가 

있어야하며, 이를 통해 매니퓰레이터와 샘플링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음.

 불필요한 재설치를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스타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음.

 푸쉬코어와 다른 샘플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 측면에 진동을 견딜 수 있는 유영식 팔

이 필요함.

 두 개의 기능 좋은 7-기능 매니퓰레이터

 샘플러 작동을 위한 통합된 전기 혹은 유압 램.

 원활한 사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ROV 파일럿이 입력하는 값을 확실히 기록할 것.

 “엘리베이터” 기능이 있다면 유용할 것.

 매니퓰레이터 팔은 암석 채취 등의 과격한 작업과 깨지기 쉬운 유기체를 샘플링 할 수 있

는 민감한 작업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함.

 매니퓰레이터는 스위치와 밸브를 작동하거나, 푸쉬코어 샘플링을 위해 수직 방향으로 누르

거나, 깨지기 위한 유기체를 잡을 수 있어야 함.

 진공 혹은 “slurping” 능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매니퓰레이터에 의해 조작되는 추가 

장비가 될 수 있을 것.

3.6.7. General Vehicle science Mission Requirement

▪ 비디오 기능

 ROV가 탐색 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a) 4k 비디오 (혹은 그 이상), (b) 뛰어난 모

션 센싱, (c) 고정밀, (d) 비디오 프레임률과 수준의 전체 플랫폼의 타임스탬프 등 네 가지는 

필수적이다. 또한 복잡한 지형의 가시적인 맵핑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내비게이션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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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3D 비디오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나, 심해 서식지의 가상 현실을 재구성

함으로써 공간 분석 및 추후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좋은 이미지나 

영상을 얻기 위하여 충분한 조명이 장착되어야 하며, 4K 혹은 2K 의 스틸프레임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 24 MP 스틸 카메라도 필요로 한다. 

▪ 유압식 vs� 전기식 운영 시스템

 응답자 중 일부는 특히 해저작업에서 탁월한 전력 및 신뢰성 때문에 유압 방식을 선호한

다고 하였다. 유압시스템은 소량 유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고압에서 높은 유속을 제

공할 수 있는 충분한 유압 용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방식은 큰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영동물 연구시 이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음향 페이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진기 없이 중성 부력을 유지하거나 해저면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 ROV의 유지 및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중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과 페이로드를 갖기에는 어렵다. 

 몇몇 응답자들은 장비의 통신을 위한 보조 수단이 있다면 주 시스템이 유압식 혹은 전기

식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 Payload
 응답자들은 페이로드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중앙 인터페이스 베이가 있는 메인 장

비 아래쪽에 모듈식 스키드를 구축할 것을 권장했다. (HydroLek의 HyBIS platform, 

ROPOS와 Ricketts의 모듈식 스키드) 이러한 설계는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ROV의 크기는 더 작게 유지할 수 있다. 한 응답자는 ROV 가 연구를 위해 장비를 제공하

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도구 트레이에서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는 것은 종종 어렵다

고 경고하였다. 

▪ 기타의견
 원격통신은 대중성을 위하여 매우 좋으나 연구자들에게는 가치가 낮음.

 광범위한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광범위하게 작동 가능한 ROV로 설계되어야 하며, 

배터리로 구동되는 ROV에는 많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 내구성, 페이로드가 부족함.

 가변 밸러스트 시스템은 연구용 ROV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종요한 기능이며, 이를 통해 

중성부력을 유지하고 급강하를 위해 중량을 늘리며, 상승 보조로 부력을 추가할 수 있음.

 생물학자들은 수층 혹은 해저면으로부터 동물을 샘플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챔버가 있는 슬러피 건 샘플러는 이상적임. 

 쉬운 유지와 진회수가 필수

 무거운 샘플을 들어올리기 위한 엘리베이터 시스템과 보조할 수 있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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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연구용 센서

￭ CTD
 CTD 측정은 해양의 기본정보이며, 특히 수심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우선의 순위라 여겨진다. 대부분 심해 연구에서는 CTD 자료를 

취득하기 때문에 ROV 가 상승·하강하는 동안 CTD 자료를 취득하게 된다면 별도의 측정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CTD 센서는 국제 표준과 호환되어야 하는데 주로 Seabird 사 혹은 SIO의 표준을 따르고 

있다. 또한 적합한 검·보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일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주기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

 용존 산소 측정용 센서의 필터는 해저면에 닿을 때 퇴적물로 인해 막힐 수 있어서 사용하

지 않아야 하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정되거나 조작이 가능한 장비가 이상적

이고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취득되는 자료를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수중 센서에서 관측되는 값을 실시간으로 전환 할 수 

있는 트랙 라인의 디스플레이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 

￭ 탁도 센서

 탁도 센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ROV의 탁도 신호는 해저

면에 닿게 되면 추진기에 의하여 간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층 에서는 좋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열수공분출, 입자 플럭스, 부유사 연구

에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 센서 자체가 매우 강하고 사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심해에

서 작동하는 일반적인 장비는 아날로그 방식이며 혼탁계 (Nephelometer) 및 투과율계 

(transmissometer) 자료를 통해 수주의 이상(아노말리)을 빠르게 식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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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O2� 센서
 ROV가 하강 및 상승하는 동안 취득할 수 있는 CO2의 수직적 프로파일은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DIC (pH, DIC, 알칼리도) 측정도 CO2/pH 거동을 연구하기 위

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pCO2 센서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새로운 광학센서도 여전히 개발단계에 있다. 

pCO2 센서로부터 취득한 자료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센서보다 더 빈번하게 유지 

보수 및 교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ROV 작업자들의 정기적인 작업 내용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pCO2 센서의 우선순위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활성 열수공 혹

은 해양의 상부층이 연구지역이라면 이 센서는 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이다. 필요에 따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 가지 크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접근 방법일 될 

수 있으며, 측정한 값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pO2� 센서
 pO2 센서는 CTD가 표준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센서 중 하나로 여겨

진다. 이 센서는 저층수의 산소 농도, 산소 최소 지역, 동물상에 따른 산소의 변화, 물리적·생

물적·화학적 과정으로 인한 작은 규모의 변화 등의 연구에 사용되는 중요한 장비이다.

 여러 응답자들은 광학 센서와 전기 센서의 사용을 이슈로 응답했다. 한 응답자는 전기 센

서보다 광학센서를 사용해야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광 학센서의 경우 검보정 이후 수 주에서 

수 개월 동안 유지하는 반면, 전기 센서는 더 자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응답

자는 Anaderaa 광학 센서와 Seabird 전기 센서를 비교 사용하였을 때 전기 센서가 더 정확

하고 신뢰성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응답자는 최신 광학 센서의 신뢰성

을 확신하지 못하고 측정  값을 확인하기 위해 해수 샘플과 니스킨 병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측정을 반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고온수 탐지 센서

 이 센서는 열수 분출공 혹은 화산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매우 특화되어 있으며 열수 서식

지의 특성 연구나 샘플링을 위한 분출공을 선정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해저면으로부터 분출

되는 유체의 온도 측정을 하는데 역시 필수적이다. 이 센서는 열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장비

이긴 하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hand-held”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한 응답자는 저온 센서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응답자는 

고온수 샘플러를 보유하는 것 또한 센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하

였다. 또한 ROV 전체 플랫폼이 위험 수위의 고온수와 근접하지 않도록 위치 또한 중요하다. 

￭ 산화-환원 전위 센서

 이 센서는 심해의 감소 환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측정을 제공하는 센서이며, 열수공 연구

에는 반드시 필요한 센서 이지만 핵심 장비일 필요는 없다. 이런 유형의 센서는 상당한 드리

프트가 발생하며 잦은 교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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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센서
 이외에도 Fluorometer, Nitrate Sensor, Biomolesular Analzer, In-situ Mass Spectrometer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나열한 장비들을 모두 핵심 장비로 선정할 필요성은 없으며 ROV 플

랫폼 안에 만일을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3.6.9. 이미징 센서

￭ 3D� HD� 비디오
 응답자의 대다수는 3D 비디오의 장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용이 복잡하고 자료의 크기

도 크며,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 혹은 교육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내비게이션, 샘플링, 매니퓰레이터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

용화되어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4K� 비디오
 응답자들은 4K 비디오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의견을 보였다. 4K 비디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편화 되고 있고 소비 시장에도 굉장히 널리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료의 용

량, 사용의 편의성, 보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Pan� /� Tilt� /� Zoom� 기능
 모든 응답자들은 이 기능이 모두 가능한 카메라가 최소 한 개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

하였다. 

추천의견

Ÿ 최소한 하나의 카메라는 과학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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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략적인 정보를 기록해야함.

Ÿ 디지털 방식의 확대/축소 기능이 필요함.

Ÿ 4K� 대형 카메라와 주 카메라의 화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별도의 카메

라가 필요함.

Ÿ 광원에 민감하지 않은 고해상도 카메라.� 생물발광에는 100,000lux� 의 광원이 필요하며 695~700�

nm�이하의 파장을 비추는 차단 필터가 있는 적색광 조명도 필요함.

Ÿ 동영상에 주석을 달고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

Ÿ 압력 하우징이 있는 고프로는 모든 장비에 사용할 수 있음.

Ÿ 고해상도 및 넓은 시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함.�

￭ 고해상도 스틸 이미지 캡쳐

 모든 응답자들은 고해상도 스틸 이미지 기능은 필수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미세 

특징을 연구하거나, 추후 교육, 지원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강한 플래시 장치와 함께 

잘 보정된 고정 초점 거리 렌즈를 가진 고해상도 스틸 카메라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고해상도 비디오로부터 스틸 이미지를 추출하는 소프트웨어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

갈렸으나, 한 응답자는 자신의 비디오 프레임 캡쳐를 통하여 디지털 스틸 카메라와 같은 품

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틸 카메라는 쓰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 풀스펙트럼 LED� 조명

 이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많은 응답자가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 Frame� Grabber
 모든 응답자들이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수중 활동, 출판물의 이미지, 

웹사이트, 도서, 그리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미지를 캡쳐하여 스틸 이

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간단하게 하고 사진과 함께 코멘트를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수동 캡쳐 또한 유용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 기타사항
 가장 좋은 비디오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더라도 보기 좋은 “예쁜” 이미지임.

 조명이 있는 하방 카메라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장착되어야 함.

 많은 연구자들이 비디오 관측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음. 

 최대한 많은 기능을 갖춘 최고의 이미징 시스템을 확보할 것. 

 이미징 기술은 ROV에 있는 센서 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일 수 있음.

 HD 또는 3D를 저장한 후에는 관리가 어려워 질 수 있음.

 유용한 이미지와 비디오를 최대한 활용할 것. 최종 결과는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다이

빙 로그로 사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쉽게 정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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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임. 

 장비 선정이 중요함. 

3.6.10. 샘플링 시스템

￭ 해수 샘플러

 모든 응답자들이 해수 샘플링은 많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샘플로

부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샘플러는 수밀 및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비반응성이어

야 하고 온도 제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 ROV의 측면을 타고 올라가는 물은 오염되어 본질

적으로 이러한 샘플의 유효성이 저하되게 된다. 뜨거운 유체 샘플을 위한 타이타늄 샘플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멀티 챔버 흡입 샘플러

 응답자들은 이 장비를 기본으로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우호적이었다. 이 샘플러는 대체로 

유용하며, 작은 유기체와 입자 물질을 채취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 그룹 중 

생물학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장비이다. 몇몇의 응답자들은 이것을 매우 많이 사용하게 될 것

이며 JASON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장비라고 언급하였다. 

￭ 푸쉬 코어

 모든 응답자들이 이 장비는 ROV 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지만 유용한 장비라

고 하였다. 이 장비는 부드러운 퇴적물 작업을 하는데 매우 보편화 되어 있다.

￭ 암석 절단기류 (Saw/Cutter/Splitter/Core)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 장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나 몇몇은 매우 유용하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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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톱”을 사용하여 성공한 적은 거의 없으며, 쉽게 뭉개지며, 페이로드도 크고, 진수 

시간도 매우 많이 걸린다. 

￭ Mutlchamber� insulated� bioboxes�
 많은 응답자들이 이 장비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 장비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쉽게 구성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심해용 가압식 샘플러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을 안정적으로 구축 

할 수 있다면 좋은 장비가 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으며 그럴 위험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 장비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가압 상태에서 시스템이 파열될 위험

이 있어 몇몇의 응답자는 폭탄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 종합 의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샘플링 장비는 스스로 준비할 것임. ROV 시스템으로 

통합이 필요한 장비들에 집중해야함.

 수층의 쇄설물 샘플러 필요함.

 압력식 샘플러를 제외하고 이들은 ROV, HOV 에 표준화된 샘플링 장비임.

 앞서 나열될 장비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므로 무리한 개선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하면 좋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구획을 채우는 것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오염은 항상 주의해야함.

 가압식 가스 샘플러는 튜브와 채집 깔때기를 포함해야 하며 해수 샘플러와 마찬가지로 

ROV 프레임에 부착할 수 있음.

3.6.11. 해저 탐색 시스템



� 0135

￭ 전방 주시 소나

 응답자들 모두가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굴곡이 많은 지형에서 항행하는데 대

단히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수중에서 목표물을 찾거나 조명이 없는 해저면에서 기기 혹은 

구조를 찾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사이드 스캔 소나

 대부분 응답자들은 사이드 스캔 소나의 경우 ROV 보다 AUV에서 더 유용할 것이라고 응

답하였다. ROV에서 운영시 매핑 모드로 해저면으로부터 20~40m 고도에서 난파선을 찾는 

등의 목적으로는 매우 유￭  자력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AUV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금속과 모터 사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자기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천부지층탐사기
 천부지층탐사기 역시 대부분 응답자들은 AUV에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고전력을 사

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크기와 무게는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멀티빔 소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고해상도의 맵핑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AUV에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

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들은 연구 지역의 큰 고해상도의 맵을 만

들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하였다. 멀티빔 소나의 사용과 ROV 의 정확한 음향 위치를 위

해서는 고품질의 수직 기준이 필요하며, 제공될 자료는 다양한 포맷이어야 한다.

￭ 360도 스캐닝 소나

 몇몇의 응답자들이 조향과 장애물 회피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해저 3D/2D� 사진 모자익

 많은 응답자가 매유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점점 더 대중화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였

다. 서식지 연구를 하는 지질학자와 생물학자에게 유용하다.

￭ 기타 세부 사항

 하방 조향 비디오는 하방 조향 카메라 만큼 중요할 수 있음.

 고해상도의 맵과 화학적 센서 자료의 조합은 좋은 시계열 수단이 될 수 있음.

 모자익 자동화는 군락지 연구에 매우 유용할 것임.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소프트웨어 혹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종합 의견

 장점이 뛰어난 ROV를 구축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AUV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함.

 내비게이션에 해저 지형정보를 통합하면 연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ROV 운영자들은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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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모자익, 맵핑 자료, 센서 자료 등 선박으로 집중된 자료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

임. 이렇게 생성된 전체 자료 셋을 어떻게 가시화 하고 기록 및 저장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은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며 자료 취득과 이용도 매우 중요함.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발전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

 해저 맵핑을 위하여 전체 지역에 ROV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조사방법으로 조

사 초기에는 AUV를 이용하여 광역 조사를 수행하고 다시 관심 있는 세부 지역에는 ROV를 

쓰는 것이 바람직함.

3.6.12. 장비 인터페이스

� � 인터페이스의 경우 응답이 없는 경우가 다른 질문에 비해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RS-232,�

이더넷의 경우 필요성을 높게 응답한 대답이 많았으며,�전원의 경우 5� VDC,� 12� VDC,� 24� VDC,� 115�

VAC�의 다양한 포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3.6.13. 내비게이션: 위치 기록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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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os,� IMU/INS,� USBL,� DVL,� GPS등 위치 정보 센서는 정확한 항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응답자들

중 절반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절반은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 종합 의견
 성능이 좋지 않은 내비게이션 센서를 사용할 경우 관측 값이 심하게 손상되어 자료가 유

용하지 않을 수 있음. INU, DVL 같은 장비들은 플랫폼이 처음 만들어 질 때 설치되기 때문

에 처음부터 좋은 값을 유지해야하며 재설치는 어려움. 대부분의 장비 제조사들은 타임스탬

프를 1초로 설정하는데 ROV 는 1초에 60~9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거나 2m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느리며, 타임스탬프가 최소한 비디오 프레임률과 같아야 각 프레임이 

찍혔을 때 ROV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음.

 통합 다항목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항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히 음향 내비게이션

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운영 시에는 필수적임.

 모든 내비게이션은 공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며, NDSF는 X-Y 좌표 시스템 변환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임.

 내비게이션은 필수이며 하나의 패키지로 보여야 하며, 3D 패키지는 필수임.

 ROV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통 선박과 음향으로 통신하는 핑어 시스템

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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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ROV� 장착 핵심장비 설문조사 사례분석

  이 설문조사는 앞서 수행되었던 설문조사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핵심 장비와 추가 
(add-on) 장비의 디자인과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설문지의 응답은 동의 및 비동의 그
리고 중립적인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의견에 세부사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설
문조사는 SOI (Schmidt Ocean Institute)의 4500m ROV 자문단(Science Advisory 
Group) 소속 2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세부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 결과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3.7.1. 핵심 센서 시스템

▶�응답자들은 제시한 CTD�모델이 일반적으로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였다.�제시된 압력 센서 모델은

이미 많은 ROV�나 AUV�에 사용된 최신의 센서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으며,�산소 센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립 의견이 많았다.�제시된 모델은 광학센서 이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안정성에 있어서 전자 센서 보다 우수하다.�대부분의 경우에는 느린 반응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용존산소량이 급하게 변화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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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부가 (add-on) 센서 시스템 

▶�부가 센서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는 보기에 주어진 8가지 장비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 혹은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이 중 생체 분자 분석기와 산화-환원 센서의 경우 동의하는 의견과 중립의 의견이

같았으며,�형광계의 경우 다양한 의견으로 조사되었다.�

3.7.3. 핵심 이미지 센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핵심 이미지 센서의 경우 특정 8가지 모델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이었으며 다소 중립의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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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부가 (add-on) 이미지 센서

▶�부가 이미지 센서에 대한 응답에서는 장비가 특정되지 않은 3DHD�비디오의 경우 동의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필요한 경우에 부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오디오 레코딩에 대해서는

동의 및 비동의,�중립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3.7.5. 핵심 샘플링 시스템

▶�니스킨 디자인의 경우 비동의가 없는 동의 및 중립의 의견으로 나뉘었고,�장비와 상관없이 해수

샘플러는 대다수가 핵심 장비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장비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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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부가 (add-on) 샘플링 시스템

▶�추가 샘플링 장비로는 암석 절단기(Rock� Saw)를 제외한 4가지 장비에 대하여 동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암석 절단기의 경우 앞선 1차 조사에서도 다른 장비에 비하여 찬성 의견의 비율이 낮게

조사된 바 있다.

3.7.7. 핵심 소나 시스템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과 선택된 제조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멀티빔의 경우

수주 (water� column)�자료 취득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싱글빔 역시 중요한

핵심 장비라는 의견이었으며 M3�시스템과 중복되거나 간섭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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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부가 (add-on) 소나 시스템

▶�추가 소나 센서 4종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장비라고 응답하였지만 중립의사와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다소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3.7.9. 핵심 인터페이스 

▶�설문지에 제시된 8가지 인터페이스 중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인터페이스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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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핵심 내비게이션 시스템

▶�USBL,� DVL,� GPS에는 대부분 꼭 필요한 장비라고 응답하였으며 선택된 특정 모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었다.�Gyro�는 꼭 필요할 경우에 설치하는 등의 다소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며,�제시한

장비들처럼 같은 제조사의 장비를 선택하여 통합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3.7.11. 부가 (add-on) 내비게이션 시스템

▶�ADCP�의 경우,�다소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ADCP가�내비게이션 장비가 아닌 과학적 센서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밀한 수층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DVL�의 트랙킹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또한 좋은 성능의 디스플레이 기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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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자료 기록 시스템

▶�자료 시스템에 관한 질의 중에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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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론

￭ 장비운영의 일반적인 사항

ü 장비의 운영의 비용과 복잡성 그리고 모선의 크기는 조사 수심에 따라 증가함. 

ü 크기, 복잡성, 비용이 증가할수록 운송이 어려워지고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 제한됨. 

ü 이용 가능한 장비에 맞추어 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아닌, 조사 계획에 따라 최적의 장비와 모

선을 선택해야 함. 

ü HOV와 잠수사는 ROV, AUV, TCS를 사용할 때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하기 용이함.

ü 매우 다양한 환경과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취득하는 자료나 테더의 간섭없이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심 30m 이상일 경우 HOV 가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이며, 

수심 30m 이하일 경우에는 잠수사가 가장 좋은 방법임.

ü HOV 는 수심 20m 이하의 천해에서는 강한 조류와 안개 혹은 머드층에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해수면이 높을 경우 진·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음.

ü ROV와 TCS 는 모선과 테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 작업시간 제한이 없으나 테더 관

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ü AUV와 TCS 는 지상검증 자료로 쓰거나 좁은 케이블 루트를 조사할 때 유용함.

ü 유영 AUV 는 멀티빔으로 넓은 지역 커버 가능하지만, 굴곡이 많은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으

며, 호버링 AUV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지만 고해상도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ü AUV 는 해저유기체/서식지의 샘플 취득이 어려우며 조류, 굴곡 많은 지형, 배터리의 지속 

시간 등의 제한이 있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운영 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움.

ü 유기체의 특징적인 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조사 장비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됨.

￭ 샘플링시스템
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의 샘플링 장비를 준비하기 때문에 ROV 시스

템으로 통합이 필요한 장비들에 집중해야 함.

ü 앞서 나열된 장비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므로 무리한 개선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많은 항목들이, 사용하면 좋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ü 주사기 샘플러는 최근 미생물과 퇴적물의 샘플링에 중요해지고 있으며, 디자인이 점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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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팔의 유압식 램을 작동시키거나, 유압식 펌프나 컴퓨터로 조종하는 

방법을 이용함. Jason은 가장 간단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는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ü 구획을 채우는 것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오염은 항상 주의해야함.

ü 가압식 가스 샘플러는 튜브와 채집 깔때기를 포함해야 하며 해수 샘플러와 마찬가지로 ROV 

프레임에 부착할 수 있음.

￭ 해저탐색시스템
ü 장점이 뛰어난 ROV를 구축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AUV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함.

ü 내비게이션에 해저 지형정보를 통합하면 연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ROV 운영자들은 작

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ü 포토모자익, 맵핑 자료, 센서 자료 등 생성된 자료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며 이렇게 

생성된 전체 자료 셋을 어떻게 가시화 하고 기록 및 저장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발전이 될 것임. 자료 취득과 이용도 매우 중요함.

ü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발전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

ü SAS 는 수심 정보를 포함한 사이드 스캔 소나와 같음.

ü 해저 맵핑을 위하여 전체 지역에 ROV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조사 초기에는 

AUV를 이용하여 광역 조사를 수행하고 다시 관심 있는 세부 지역에는 ROV를 쓰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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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무인잠수정 제원 선정을 위한 수요분석 (설문조사)

� � 본 연구에 적합한 심해 해저면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의 수심 및 필요 장비 목록과 대형 연구 장비

공동 활용의 운영방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3회

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통계법 제 33,� 34조에 의거하여 조사 내용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

되지 않음을 고시하였다.

� �본 설문조사는 앞서 기술한 기술수요분석 사례를 참고하였으나,� 그와 달리 구체적인 기술수요와 장비

선정이 목적이 아닌,� 잠수정 체계를 이용하는 실 연구자들의 인식과 선호하는 운영방식,� 도입방식을 조

사하기 위함으로 통계를 위한 참여자 정보,� 해저 근접 탐사체 이용 연구 현황,� 신규 연구 장비 수요 분

석,� 신규 연구 장비 운영체계 등 크게 4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총 3차에 걸친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총

66명으로,�각�설문조사마다 설문문항이 다르고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이 있어 응답자의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괄호 안에 응답자의 수를 함께 표시하였다.�결과 그래프는 12시 지점을 시작으로 오른

쪽 방향으로 백분율이 높은 항목부터 도시하였다.�해저 근접 탐사체를 이용한 연구 현황 조사에서는 ‘사

용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제외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 �각�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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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조사

ü 설문대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직원

ü 설문기간 : 2019년 8월 5일 ~ 8월 16일 (12일간)

ü 설문방법 : 원내 인트라넷 내 설문조사 게시판을 통하여 실시 

ü 응답자 : 총 28명

2차 설문조사

ü 설문대상 : 공청회 참가자

ü 설문기간 : 2019년 8월 23일

ü 설문방법 : 공청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

ü 응답자 : 19명 (복수응답의 경우 대답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음)

3차 설문조사

ü 설문대상 : 한국해양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회원

ü 설문기간 : 2019년 9월 4일 ~ 17일 (14일간)

ü 설문방법 :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설문 조사 폼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뒤 학회의 협조
를 통해 이메일로 작성된 설문지의 링크를 송부하여 실시

ü 응답자 :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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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통계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자 정보

▸ 설문조사 응답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직업(분야)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이는 인트라넷을 통한 1차 설문조사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중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등 해양과학의 전공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공학
이 그 뒤를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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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해양에서의 연구주제는 구난구조,� 심해자원,� 해양생물 등 다양한 응답이 있었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수중이상체 분석,�빙붕거동,�광역관측,�관측자료 분석 등 의 의견이 있었다.

3.8.2. 해저 근접 탐사체 이용 연구 현황

▸ 해저면 근접 탐사장비를 사용해 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총 66명 중 응답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57명
이 응답하였다.�이 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명,�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5명으로 전체의 56%

가�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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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2명을 대상으로 과거 사용해보았거나 현재 사용 중 인 해저면 근접 탐사 장
비를 묻는 질문에는 ROV�가�가장 많았으며,�토잉 시스템과 수중카메라가 뒤를 이었다.

▸ 장비 사용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가장 많은 59%� (30명)가�자체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탐사용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운영하였다는 응답이 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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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운영 시 문제점으로는 장비 기능의 한계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이 중 탐지대상 위치확
인(7),�장비의 수중 정위치 (5),�자료의 해상도(5)�등의 의견이 있었다.�또한 전문 운영 인력의 부재,�예산

조달,�운영 모선의 기능 등의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3.8.3. 신규 연구 장비 수요분석

▸ 새로 도입하게 될 신규 연구 장비에 대한 수요분석을 위하여 관심 해역의 대상 수심을 조사하였다.�

500m,�와 6,000m�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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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 장착된 장비에 비해 심해저 근접 탐사 장비로부터는 해저면 영상과 해저지형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시료채취가 그 뒤를 이었다.

▸ 향후 무인 잠수정 체계를 이용하여 도전하고 싶은 연구주체는 지구물리 조사 및 해저자원 탐사,�심해환경
계측,�군사/구난,�심해생명 탐사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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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무인잠수정 시스템은 ROV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두 번째로는 AUV가�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로 꼽은 ROV의 경우 해저면 영상 취득,�해저면 탐사장비 진수 및 회수,�
해저면 저질 시료 취득,�생물 시료 채취 등 해저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할 주요 기능이

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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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필요한 장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을 얻은 AUV의 경우,� 멀티빔 음향측심기,� 광학 비디오 카메
라,�사이드 스캔 소나 등을 비롯한 지구물리 조사 장비와 CTD를 꼭 필요한 센서 라고 응답하였다.�

3.8.4. 신규 연구 장비 운영체계에 대하여

▸ 잠수정을 상시 운영하기 위한 훈련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9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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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근접 무인잠수정을 도입하기 위한 최적 방법으로는 상용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 무인잠수정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최적 방식은 ‘운영 부서 혹은 운영 기관 신설’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다.�그 중 KIOST�내 자체 운영부서를 신설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0명으로 46%,�비영리 잠수정

전담 운영기관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7명으로 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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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잠수정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운영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현재 연구선 운영과 동일한 연구장
비 사용료라고 응답한 대답이 31명이었고,�그 뒤를 이어서 경상비를 통한 인프라 운영이 19명이었다.

▸ 1차 설문조사에서 수행한 무인잠수정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인원
의 직무 전환 및 재교육을 통하여 직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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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해저면 근접 탐사 장비가 연구선에 구비되어 있다면 연구에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참
여자가 43명으로 응답자의 9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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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설문조사의 결론

▸ 연구에 적합한 심해 해저면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의 제원과 대형 연구 장비 공동 활용의 운영방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를 수행한 대상과 전문 분야는 매우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응답한 참여자들이 많아 취합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 응답자 중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은 자체장비를 보유하여 운용을 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선 선저 장비에 비하여 해저면 영상,� 해저지형 정보 등을 취득하거나 시

료채취에서 유효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 � � �운영 시 어려움으로는 장비 자체의 기능 한계와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신규로 도입하게 될 연구 장비의 대상 수심은 천해(500m�이하)와 심해(6,000m�이하)�가�동일한

응답수를 보여 좀 더 세분화된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수심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추후 심

해 근접 무인 잠수정 체계가 구축된다면 연구에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6%에 달하며,�지

구물리 조사,� 해저자원 탐사,� 환경 계측 등의 주제로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장비는 ROV,� AUV�순으로 나타났으며,� ROV의 경우 해저면 영상

취득,�해저면 탐사장비의 진·회수,�저질 및 생물 시료 채취의 기능을 꼭 갖추어야할 주요 기능이라고 응답

하였다.�

� � � � � AUV는 멀티빔,�사이드 스캔 소나,�천부 지층 탐사기 등의 지구물리 조사 장비와 CTD를 꼭 포함해야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심해 해저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95%에 달했으며 상용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 � �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의 연구선 운영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책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으며,� 전문 인력 확보의 경우 내부 인원의 직무 전환과 재교육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다.�

▸ 이번 설문조사의 경우 도입에 대한 내용과 각�플랫폼에 따른 장비의 목록을 선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였으며,�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심해 근접 정밀 수중탐색용 잠수정 체계 중 ROV에 대한 수요가 보

다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잠수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고 실사용자만을 중심으로

각�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장비

유형과 사양을 결정한 뒤 세부 모델 선정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도입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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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심해 근접 무인탐사 잠수정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

1)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가) 공청회 내용

• 대형연구장비 도입 및 운영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산⋅군⋅경⋅학⋅연⋅관⋅민에서 총 40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 제조사의 장비(AUV/ROV) 소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순으로 공
청회를 개최함

• 사전행사 및 주제발표는 자료집(별첨)으로 제작하여 배포함

 나) 공청회 결과

• 국내외 잠수정 제조 산업체와 군⋅경⋅학⋅연⋅관⋅민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총 40여명 참석
• 대형연구장비의 민⋅군⋅경⋅학⋅연⋅관의 수요 확인 및 기관별 협조체계 구축 방안 논의
• 국외 무인잠수정 개발 업체의 최신 장비와 활용 사례 청취
• 국내 무인잠수정 개발(해미래 등) 업체인 대양전기공업㈜ 의견 청취
• 국내 유인잠수정 보유⋅운용 업체인 ㈜태평양해양산업 의견 청취
•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정 도입 현황과 작전 사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ROV 도입 및 활용
의 어려움(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요망), 극지연구소의 심해 탐사장비 활용 사례 및 
전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무인잠수정 운영인력 직무분석 및 양성방안, 한국해양조사협회의 한국 
연안에서의 해양조사 기술 전망 등 국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주제 발표 청취와 요구사항 확인

• 수중 탐색 장비 기술의 선도 기관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역할 요구
• 관련 전문가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토의
• 주제발표자와 전문가, 청중이 모두 참여하여 진행된 패널토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부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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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형연구장비(심해 근접 탐색용 잠수정)�도입 및 운영체계에 대한 의견수렴」공청회

일 시 2019.� 8.� 23(금)� 09:00� ~� 18:00

장 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시료도서관 3층 회의실

주 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연구기반부

후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래선도 기획연구

내 용

사전행사

FUGRO� Submersible� System� Intro. Jelmer� de�Winter

Kongsberg�Maritime� AUV� Intro. Richard�Mills

International� Submarine� Engineering(오션테크) 모태준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단 방선(이사부호) 참석자 전원

개회식 발표자 및 패널소개 박요섭 박사

주제발표1

심해저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 도입 기획 연구 소개 박요섭 박사

한국의 잠수정 체계 기술개발의 역사와 기술수준 우종식 교수

극지연구소의 잠수정 활용연구 사례 이주한 박사

주제발표2

한국 해군의 심해저 수색 체계 김진황 대령

해경의 심해수색 체계 및 발전방향(안) 정홍관 경정

잠수정 운영 전문인력 직무분석 백혁 기술원

패널토의

심해 근접 잠수정 체계 확보방안

민⋅관⋅군 심해탐색 협력방안
전문운영기관 수립의 필요성

심문보 소장,

박상준 박사,

주제발표자(6명)

참석자

산

(제조사)

국외 FUGRO(J.deWinter�외 2명),� Kongsberg�Maritime(Richard�Mills),� ISE(모태준 박사)

국내 한화시스템(변승우 전문연구원),�대양전기공업㈜(이재정 외 1명)

군⋅경 대한민국 해군(김진황 대령),�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정홍관 경정 외 4명)

학 거제대학교(우종식 교수)

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박요섭,�박상준,�박정기,�장인성 박사 외 3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판묵 박사 외 5명),�극지연구소(이주한 박사)

관 한국해양조사협회(심문보 소장 외 1명)

민 ㈜태평양해양산업(하영현 이사),�럭키수산㈜(노유민),�㈜UST21(홍준표 외 1명)



� 0162�  제3장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 제원 선정을 위한 연구동향과 수요분석

[참고1]�공청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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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공청회 현장 사진

▲ 공청회실 ▲ 공청회 참석자 소개 및 주제 설명

▲ 공청회 사전행사 ▲ 공청회 주제발표

▲ 공청회 참석자 ▲ 공청회 참석자 이사부호 방선

▲ 패널토의(1) ▲ 패널토의(2)



� 0164�  제3장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 제원 선정을 위한 연구동향과 수요분석



제4장 국가 대형연구장비도입 정책분석과
방안 도출

제4장 국가 대형연구장비도입 정책분석과 방안 도출

4.1 국가 대형연구장비 도입 정책 분석

4.2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체계 분석

4.3 대형연구장비에 입각한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도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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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 대형연구장비도입 정책분석과
방안 도출

� � � �  대형연구장비로서의 심해 근접 무인잠수정의 도입 전략

4.1� 국가 대형연구장비 도입 정책 분석

￭ 국가의 연구장비 고도화 계획으로 매 5년마다 법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기설장비진흥센터에서 주관하여 작성한 제2차 국가 연구시설&#8228;장비의 운영&#8228;활용

고도화계획(2018~2022)이 있음.

￭ 고도화 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임.

￭ 본 계획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효율적 운영활용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책의 비전,�
목표 및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임.

￭ 2차 계획의 3대 전략은 연구 지원형 연구 장비 활용성 제고,� R&D기반 구축형 연구장비 이용 효율성
제고,�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상임.

￭ 최근 국가R&D�투자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연구시설 장비구축액은 5%�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본 기획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는 연구선과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동활용성이 높은 장비이므로,�연구선과 함께 Core-Facility로 묶어,�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국가로부터 도입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제안함.

￭ 연구장비의 체계적 관리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해 ‘전담운영인력’�배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 연구형장에서는 형식상의 인력만 배치 운영되거나,�미운영 또는 단기간 고용 등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 비영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장비 전담운영인력 운영 비율은 62.9%, 총 2,045명으로 기관 당 8.6명 

수준<16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인력 실태조사, NFEC>

￭ 이는 연구장비 운영은 물론 연구장비(부품)�개발 등을 위한 역량 향상 저해 및 관련 산업 성장의
역효과로 나타남.

￭ 본 2차 국가 연구장비 고도화 계획의 목표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 및 연구장비 산업 육성 ‘기틀’�
마련이고,�

￭ 연구장비의 ‘활용성’을 가치 중심에 두고 심의하며,�유지 보수비 등 연구장비비 풀링(Pooling)제 도입,�
장비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지원(초기 형성비 지원)으로 추진될 것으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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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국가의 대형연구시설 정책

￭ 대형연구시설의 정의

 과학기술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첨단연구분야에 활용됨으로써 해양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시설(Large-scale Research Facilities)을 의미

 대형 : 구축비용 또는 규모에 의해 좌우되는 기준을 나타내며, 이외에도 복잡성, 위험도, 기간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함축되어 있는 기준을 의미

 연구시설 :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의미 

￭ 대형연구시설의 특징

 대형연구시설의 7대 주요 특징

1. 주요 과학기술 연구 네트워킹 효과 또는 군집 효과 유발 

2. 자체 연구그룹과 지원인력(기술인력, 행정인력 등)을 보유·운영

3. 소속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지만, 자체적인 관리·운영

4. 지역 기반이 아닌 국가적 또는 국제적 성향의 대외협력

5. 국가차원에서 1~2개 정도만 보유하고 유지

6. 대부분 상시적으로 외부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

7. 기관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재원 마련 필요

￭ 대형 연구시설의 중요성

 거대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

 최첨단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기존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연구성과 창출 가능

 新산업 창출을 통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대

 대형연구시설을 통한 연구는 기존 기술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유발하여 新산업 
창출의 촉매제로 작용

 우수 과학기술 두뇌 확보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여건 마련

  국내 고급인력의 유출 방지와 동시에 해외 고급인력의 효과적인 유치·활용이 가능하며 국제 
연구개발 협력 및 공동 참여 가능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은 세계 최첨단 연구성과를 목표로 하기에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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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3 국가 대형연구장비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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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국가의 대형연구시설 구축 전략 방향

4.1.2.1 대형연구시설의 전략적 확충

￭ 대형연구시설 확충프로그램 마련

 신규 대형연구시설 구축 시, 구축부터 운영·처분까지의 전주기적 계획이 수립된 범부처 종합 

기획의 의무화 

 구축 필요성, 시급성, 활용성, 파급성 등 구축 타당성 이외에 구축비 및 전담 운영인력 및 

운영·유지비 확보 방안, 활용 후 처분 등에 대해 종합 검토

 범부처 공동기획 및 대형연구시설에 특성화된 예비타당성 조사방법론 마련을 통한 타당성 확보 

￭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 

계획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연구시설 관련 사업의 투자 비중과 추이를 ㅂ룬석하여 총 12개 분야로 
거대과학기술 분류

  500억 원 이상의 신규(업그레이드 포함) 대형연구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추진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R&D 예산 중 일정 비율의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예산은 

부처 간 역할을 고려하여 조정·배정

  대형연구시설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운영비 배정(구축비용의 약 5~10% 내외)

 전략연구, 개인 소규모 창의연구, 산업지원 등 용도별 비중을 고려한 대형연구시설의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국가산업·지역발전 전력에 부합하고, 타분야의 연구활동을 압박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전체 
차원에서 예산배분의 적정한 균형 고려

4.1.2.2 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 극대화

� ￭ 대형연구시설 공동활용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대형연구시설의 대내외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창조형 과학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공동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3년 이상 운영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에 대하여 계획대비 공동활용 실적의 

검토가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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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연구시설 활용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대형연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성과평가 실기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의견 반영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대형연구시설의 분야 및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개발 및 적용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형연구시설 운영 유지·중지·변경 등의 조치를 제시하여 평가결과를 
해당 R&D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

￭ 「(가칭)대형연구시설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법」� 제정 검토

 과학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가칭)대형연구시설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법」 제정으로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운영·지원 및 공동연구 활성화 유도

※ 일본은 방사광가속기시설 등 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09. 7)」 제정

4.1.2.3 대형연구시설의 운영역량 강화 추세

￭ 대형연구시설 이용자그룹 육성

 대형연구시설의 투자효과,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주요 이용자그룹 및 잠재 이용자그룹 

육성·지원

 대형연구시설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활용 및 운영 

최적화에 대한 자문과 감독을 수행

￭ 대형연구시설 운영 관련 전문인력 육성

 대형연구시설 전문운영인력의 체계적 육성·지원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형 핵심인력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대형연구시설 전문운영인력이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표준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분석기술 고도화를 위한 분석과학연구 육성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한 최첨단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기준 원리, 분석방법, 

분석기법 등의 개발을 위한 분석과학연구의 체계적 지원

 대형연구시설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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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연구시설의 산업화 연계 및 운영·관리 강화

 대형연구시설의 R&D 성과물 및 지식재산 이전·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대형연구시설의 최적 운영조건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성능 향상 및 주요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및 예산 지원

4.1.2.4 대형연구시설의 국제협력 활성화

￭ 대형연구시설 구축의 국제적 역할분담

 세계적으로 수요가 한정된 특정 대형연구시설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국가 간 역할 분담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전략 마련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형연구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 관련 범국가적 공동구축·운영 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 마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R&D 플랫폼 마련 등을 통한 해외 고급인력 유치 및 국제문제 해결에 

파급 효과가 큰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확대 

￭ 대형연구시설의 공동개발 및 연구 강화

 우리나라의 역량이 부족한 대형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해외전문가 또는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개발 촉진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대형연구시설을 구축하여 전세계 과학기술자들과의 공동연구 장려를 

통한 국가 위상 및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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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체계 분석

￭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의 도입 예상비용은 100억원을 상회함으로,�전술한 국가 대형연구장비
도입 정책에 맞추어,�심의를 대비해야 함.

￭ 본 절에서는 국가의 연구시설 장비의 심의 체계를 분석하여,�실제 도입시에 기관 전체가 준비해야 할
절차와 사항을 분석 제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시설·장비는 다음의 심의위원회 중 한 곳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 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함

 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들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심의평가단)을 구성함

 심의위원회는 분과별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중앙행정기관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위탁연구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 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 결과를 ZEUS 
RED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이하 “ZEUS RED”라 함)에 입력하여야 함

￭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연구기관별 소관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함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 RED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세금,�운송비용,�설치비용,�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 구축비용으로
산정하여 하나의 시설·장비로 심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공동관리규정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기본사업’과 연구기관 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정부위탁연구사업’이 있음



� 0174�  제4장 국가 대형연구장비도입 정책분석과 방안 도출

가)�국가연구시설·장비 전주기 단계별 주요내용

1) 시설·장비의 기획

∙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국가 전략적 필요성,�시설·장비
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시설·장비의 운영의 계획성,�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중기구축계획 수립
∙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연구기관의 시설·장비에 대한 대내외
여건 및 역량을 분석하고,�시설·장비의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중기구축계획(3년 주기)을 수립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이미 구축된 시설·장비 현황 및 연계방안,�중점 연구분야 및 추진전략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
여 구축대상 시설·장비를 선정함

∙ 시설·장비의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의 과학적·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상 시설·장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함

￭ 수요조사
∙ 연구기관은 향후 3년간 시설·장비의 도입 수요를 조사하여 연구기관별 중기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함
∙ 수요조사는 구축대상 시설·장비의 도출을 위한 ‘구축 수요조사’와 구축예정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등에 대한
‘활용 수요조사’로 구분해 실시함

∙ 수요조사의 범위는 연구기관이 속해 있는 지자체 행정범위 내에서 산학연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웹사이트,�
설명회 개최,� 방문조사 등의 방법을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며 구축하고자 하는 고가시설·장비가 희

소하지만,�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수요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기획검토
∙ 연구기관의 장은 중기구축계획에 포함된 시설·장비를 제안한 연구책임자에게 중복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
고,�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 방향을 고려하여 구축대상 시설·장비를 확정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계획 수립 시 연구기관 내 집적시설에 집적 여부와 향후 활용계획 및 인
력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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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기획보고서

∙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비용이 5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설·장비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예산요구 이전에 구축 타당성에 대한 사전기획을 시행하여야 함

∙ 시설·장비의 구축 후 사업목적의 달성,�공동활용,�사업종료 후 활용계획 등을 통한 내&#65381;외부 활용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록할 수 있음 구축비용 5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경우에도 사전검토 강

화 차원에서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사전기획보고서 내용
∙ (필요성)�구축 시설·장비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시급성)�해당 시설·장비의 국내 외 구축현황 및 차별성
∙ (적정성)�해당 시설·장비의 도입방법과 구축비용의 적정성 및 구축 시 고려사항
∙ (활용성)�구축 시설·장비의 활용도 및 운영·활용계획(운영비용 등)
∙ (파급성)�시설·장비의 투자 효과

3) 중복성 검토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ZEUS� RED를 통하여 중복성 검토를 하여 중복구
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다음의 판단요소를 고려하여야 함

 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시설·장비용도

 시설·장비 활용분야

∙ 연구기관의 장은 중복성 검토확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업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기관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동일지역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가 이미 구축된 경우

 구축하고자 하는 시설·장비가 이미 구축된 시설·장비와 제작사, 시설·장비명, 모델명, 사양, 용도, 
활용분야 등이 같거나 유사한 시설·장비

∙ 중복시설·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됨
 설치된 위치와의 거리

 구축 시기, 구축금액

 활용 범위(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기술분류(6T)와 5대 중점투자 분야

 용도(분석용, 계측용, 시험용, 교육용, 생산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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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성의 예외

  시설·장비 구축 시 특수(독립)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등과 같이 연구개발 활동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인정되는 경우 

∙ 지자체 행정단위 (17개 시&#65381;도)� 지역 및 동일 광역권 내에 동일&#65381;유사 시설·장비가 있더
라도 활용수요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시설·장비의 도입 시 공동활용이 예상되는 경우

∙ 전국적 수요가 있는 고가시설·장비에 대하여 이미 국내에 다수 구축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구축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 당초 수요파악 오류,� 공동활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장비를 도입한 연구기관에 있음

￭ 중복성 검토방법

∙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구축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를 선정하기 전,� ZEUS� RED를 통해 시설·장비
의 중복성 검토를 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중복 대상 시설·장비 보유기관에 전화 연락,� 직접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중복성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때,�지원기관에 중복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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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형연구장비에 입각한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도입 전략

￭ 해양과학기술의 환경변화와 미래 연구수요 반영
◦�전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 이슈와 생명현상 이해 등의 난제를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분야 지원 기반연구시설

◦�국제 해양연구동향과 연구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기구축된 해양연구선단의 기능고도화 사업으로 추진

￭ 기관 R&R�실현을 위한 대형연구인프라 구축 R&D�투자계획과 연계
◦�한정된 R&D�재원 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의 전략분야 공통 장비 인프라 구축,� 공동활용,� 운용인력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구축비 외 운영인력,�연구수요,�유지보수 등을 종합검토
◦� 구축지도의 성격 및 활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예산,� 운영인력 및 연구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함.

￭ 해양연구의 Core-Facility라는 연구선 기능고도화 관점을 유지
◦�본 기획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는 연구선과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동활용성

이 높은 장비임으로,� 연구선과 함께 Core-Facility로 묶어,�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국가로부터 도입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제안함.

￭ 국가연구시설·장비 전주기 단계별 주요내용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장비 도입을 위한 중기구축계획 수립

◦�연구장비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연구장비별 사전기획보고서와 기획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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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 설계를 위한 실 사례 분석과
전문운영 인력 직무분석

제5장 운영 설계를 위한 실 사례 분석과 전문운영 인력 직무분석

5.1.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을 위한 탐사시스템 개요

5.2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5.3. 탐사의 설계, 미션의 시작과 종료

5.4 탐사자료 자료처리 및 해석 시스템

5.5 심해 무인잠수정 운영 프로젝트 인력 구성

5.6 AUV/ROV 전문 운영 요원의 보유 역량 분석

5.7 심해저 근접 탐색용 무인잠수정 운영을 위한 전문운영조직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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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 설계를 위한 실 사례 분석과
전문운영 인력 직무분석

2019년 2월 실시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에 동원된 심해저 근접 탐색용 무인잠수정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시스템 및 인력,� 소프트웨어 등 준비 항목을 식별하는데 목적

이 있음.

5.1.�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을 위한 탐사시스템 개요

￭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점은 남대서양 중앙해령 부근으로 수심 3700m이었고,�GEBCO를 기반으로
한 탐색 후보 지역 (길이 방향 55km� ×�폭 23km)�의 최고 심도가 4000m�에 달하는 지역이라,�

동원해야 하는 잠수정의 최대 운영심도는 5,000m�이상이 되어야 했음.

￭ 조사주체인 Ocean� Infinity사는,�운영수심과 현지에서의 작업가능 시간 (조사선 최대 항해 일수)을
고려하여,�수심 6,000m�급 탐색용 무인잠수정 4대와 무인잠수정의 해저에서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신 중계용 무인수상선 두 대,�수중 촬영과 유류품 및 VDR�회수를 위한 5,000m�

급 및 6,000m�급 ROV�두 대를 탐사에 동원하였음 (그림 5.1).

￭ 위의 탐색체계는 무인잠수정 운영을 위해 특화된 7천톤급 모선 Seabed� Constructor호에 실려
현지까지 운반되었음.

￭ Seabed� Constructor호에는 실시간 운영 및 취득된 자료 처리를 위한 탐색전문가 40여명의 연구실을
제공하고 있음.

(a) 6000m 급 무인잠수정(AUV) (b) 수중-공중 통신중계를 위한 수상선

그림 5.1 Ocean Inifinity사에서 동원한 심해 무인탐사용 잠수정 체계



� 0182�  제5장 운영 설계를 위한 실 사례 분석과 전문운영 인력 직무분석

그림 5.2 7천톤급 잠수정 지원 모선 노르웨이 Seabed Swire사 소속 Seabed Constructor호

(C) 좌현 5000m급 ROV (D) 우현 6000m 급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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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 무인잠수정의 진회수 및 정비를 위한 공간이 잠수정 모선인 Seabed� Constructor호 후미 컨테이너
개조 공간(AUV� Lab)에 구비되어 있음.

￭ 복수의 잠수정(최대 6대)을 정비하고,�진회수를 위한 두 대의 접이식 진수기(Telescopic� Stinger)가�
구현되어 있음.

￭ ROV와 달리,�제어선이 필요치 않으므로 제어선을 감은 윈치와 윈치를 구동하기 위한 파워팩,�추가
발전기 등이 필요치 않음.

￭ AUV� Lab에서는 사용 후 관측 자료의 백업과,�배터리 충전을 위한 충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 Hugin� 6000의 자율항해를 위한 센서는 다음과 같음.

 위치는 관성항법과 USBL 기반 음향측위를 합성하여, 최종 플랫폼의 위치는 후처리를 NavLab사가 
제공한 후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확정하는 방식을 사용함.

 해수면의 조석 변동에 의한 압력 센서의 변위 보정을 위해, 모선의 이주파 위성측위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원체고 변동을 PPK(Post Processed Kinematic)방식으로 정밀하게 관측함.

￭ 자동화된 진회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Sea� State� 4�상태에서도 진회수가 가능함.
그림 5.3 주 해저 탐색용 무인잠수정인 Kongsberg Maritime사의 Hugin 6000 모델 

그림 5.4 접이식 진수기(Telescopic Stinger, 사진 속 회색 베이)를 이용한 진수 및 회수 자동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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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좁은 갑판에서의 활용성을 높힌 표준 컨테이너 기반 진회수 AUV VAN 모델

임무 항목 모델 제조사 주요제원

3차원 해저지형 KM 2040 Kongsberg Maritime 200/300/400 kHz Selectable, 
400 Beams, 0.5 beam angle

해저면 영상 EdgeTech 2205 Edgetech 75/230/400KHz, 1000m scan 
range

천부지층 EdgeTech 2-16 Edgetech 2~16 KHz
광학카메라 Hunter CathX HD Still Image
지자기 OFG(SCM) OFG 3-axis 0.5 nT 
탁도계 FLNU FLNU (RT)D
CTD SD208 SAIV 6000m class
수중통신 cNode & Cymbal Kongsberg Maritime 4.5 kbit/s 

표 5.1 Hugin 6000에 장착된 임무센서 

￭ 임무 센서
 지형탐사를 위한 KM사의 EM2040 센서.

 음향영상탐사를 위한 Edgetech사의 2200 FS-AU(75kHz, 410kHz)의 사이드스캔 소나.

 천부지층탐사를 위한 Edgetech사의 2200 FS-AU(3.5 kHz).

 이외에 지자기, 도플러선속계, 음속계 및 CTD를 장착되어 있음.

 광학카메라 Cath-X 모델을 장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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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탐사의 설계,�미션의 시작과 종료

￭ 대상지역을 복수의 잠수정의 임무로 나누어 개별 잠수정의 미션을 설계함.
￭ 침선의 위치 확정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대상후보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이상체 탐지를 위한 저주파
사이드스캔 소나의 성능 최적화를 기준으로 무인잠수정의 운영 파라메타를 설계(주사폭 1,000m,�

중첩을 고려하여 측선간격은 900m,�운영고도 75m,�탐사속도 3.6노트,� 60시간 운영)�하였음.

￭ 1회에 조사구역 (길이 방향 55km� ×�폭 23km)�을 탐지하기 위하여,�총 4대의 무인잠수정을
순차적으로 투입,�회수하기로 설계함.

그림 5.6 잠수정 탐사 측선 및 운영 파라메타 설계 

￭ 잠수정의 자동고도 유지 기능 및 장애물 회피알고리즘의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전 해저지형에 대한
탐색 정보 없이,�현장 도착 후 바로 진수하여 추가 대기시간 제거함.

￭ 1대의 잠수정이 해저면 목표고도에 도달하면,�장착된 센서의 품질 및 자율항법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각형 형태의 목표 측선을 반복 운항한 후,�자료의 품질이 확인되면 주 미션을

시작함.�

￭ 미리 진수된 잠수정의 주 미션이 완료된 이후(평균 2시간 소요),�다음 잠수정을 진수시킴.
￭ 모선의 직하방에서 기동되는 무인잠수정의 경우,� USBL의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잠수정의 기능상태 및
임무센서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모선에서 사거리로 약 10km�이상 이격되면,� USBL�통신 가능거리를 벗어나므로 이후에는 모선과의
통신을 끊고 자율 운항으로 약 54~56시간 미션을 수행 후,�해저에서 파일럿의 부상 신호를 대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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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잠수정 투입 후 실시간 상태점검 

￭ 잠수정 자체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예상치 못한 충돌 등이 발생하면,�잠수정에 장착된 무게추를
버리고 부력을 양성으로 전환 후 긴급 부상하도록 알고리즘이 되어 있음.�본 미션 내에서 한 번의

해저면 충돌로 추정되는 긴급 부상 사례가 있었음.

￭ 미션이 완료되면,�해저에서 특정 사각형 목표점을 순환 반복하고 있다가,�파일럿의 명령에 따라 부상함.�
￭ 파일럿은 잠수정 당 2명으로 구성되며,�갑판 후미의 AUV� Lab이 아닌,� Dry� lab�상의 특별히 고안된
파일럿실(Pilot� Lab)에서 관제를 실행함.

￭ 파일럿실에는 모선에서 관측중인 실시간 기상과 파고정보가 전시되며,� AUV� Lab�실내 및 실외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CCTV가�설치되어 있음.

그림 5.8 AUV 파일럿 관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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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정 당 총 6대의 모니터 화면이 준비되어 있었으며,�현재 잠수정의 지도상 위치,�잠수정 상태,�
임무센서의 상태,�로그기록 화면 등으로 구성됨.

그림 5.9 잠수정의 운항 예측 모니터링 화면, 사진 왼쪽 패널에는 10분 간격의 잠수정 추정 위치와 
운영심도가 표시되어 있으며, 오른쪽 패널에 현재 잠수정의 상태 정보가 수치로 전시되고 있음.

￭ 회수시에는 잠수정 선수의 회수용 호줄을 진회수용 접이식 스팅어와 연결된 윈치 케이블에 결속하고,�
모선을 전진시켜 잠수정이 모선과 일직선 상에 오도록 정렬함.

￭ 잠수정과 모선(스팅어)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윈치를 작동시켜 잠수정을 갑판으로
끌어올림.

￭ 회수에는 잠수정 호줄잡이와 윈치 오퍼레이터,�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갑판장 3인으로 작업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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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탐사자료 자료처리 및 해석 시스템

￭ 동시에 여러 대의 AUV를 이용한 탐사는 OI가�세계 최초로 수행하고 있으며,� AUV에서 취득되는
대용량의 자료를 현장에서 준 실시간 처리하기 위하여,�단계별 처리담당자와 처리 프로세서 및 표준

절차가 준비되어 있음.�

￭ 실제 자료처리는 Swire� Seabed�사의 전담 자료처리 팀에서 수행하며,� Navigation�처리,�MBES�처리,�
SSS처리 및 해석 및 GIS�담당자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시에 최대 8대의 AUV를 한 프로젝트에서 활용하여,�맵핑을 수행할 수 있음.�
￭ 개별 AUV에는 MBES,� SSS,� CHIRP,�Magnetometer와 광학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으며,� AUV�수중
항행을 위해,� Forward� Looking� Sonar,�고도계(Altimeter),� OBS(탁도계,�사진을 찍을지 말지

결정하기위한),� DVL,� Compass,� Pressure� Sensor가�구비되어 있음.

￭ 잠수정이 미션을 완료하고,� AUV� Lab에 회수되면,�잠수정을 이더넷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백업받음.�
통상 60시간 미션에 2시간 자료 백업 시간이 소요됨.

￭ 관측자료는 기 설계된 프로젝트 폴더구조에 자동으로 정렬,�기록되며,�메타데이터가 생성됨.
￭ 관측자료 백업하는 동안 배터리 교체 혹은 충전이 이루어짐.�
￭ 관측자료가 실험실로 옮겨지면,�표준 후처리 공정에 따라 자료처리가 이루어짐.
￭ 표준후처리는 공정은 측위자료처리(NAV),�개별 센서 고유 프로세싱(Processing),� 1차 검토(Interpre�
01),�전문가 품질검토(Senior� QC),�미측구역 확인(GAPS)으로 구성됨.

￭ 1회 60시간 미션을 기준으로,�자료처리 및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55�시간으로 표준화됨.
￭ 표준화된 자료처리 진행을 위해,�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파라메타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음.

그림 5.10 잠수정 취득 자료처리 공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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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AUV 취득 자료처리 절차 및 전문 프로그램 분석

A) 자료 백업 

￭ AUV�최소 2시간 간격으로 차례대로 진수되며,�회수 후 제일 먼저 자료 백업이 실시됨.
￭ 백업된 자료를 대상으로,� AUV마다 개별 DB가�생성되며,� DB에는 센서별 다양한 포맷의 파일이 저장
관리됨.

B) Navigation 후처리 (NavLab, matlab based) 

￭ 자료가 백업되면 제일 먼저 AUV�제조사에서 제공하는 Navigation�후처리 SW인 NavLab�
프로그램으로 AUV의 위치,�이동속도,�방향,�심도,�고도 등의 정보를 처리함.

￭ 센서 계측치의 정위치를 확보하는 작업과,�모선의 RTK-DGPS에 기반한 RTK-Tide를 계산하여 수심
자료처리에 적용하기 위한 보충 자료를 준비함.

C) MBES 자료처리(EIVA NaviModel)

￭ MBES자료처리는 EIVA� Navi�model� SW를 근간으로,�배치파일형태의 자동화 된 처리과정을 활용함.�
￭ EIVA� Navi�model의 전 단계에서 구축된 후처리 항행 정보와 MBES�센서자료가 DB에 입력되면,�미리
지정한 순서에 맞추어 자료가 처리되고,�GIS�시스템으로 제출된 GeoTIff,� DTM,� Backscatter� Image가�

생산됨.�

￭ 모든 과정의 사용자에 의해 절차의 품질이 모니터링 되며,�사용자에 의해 개별 단계의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구현되어 있음.

D) SSS 자료처리(IXSEA Delph Roadmap)

￭ AUV에는 Edgetech사의 Side� Scan� Sonar가�장착되어 있음.�
￭ 세 개의 다른 주파수(75kHz,� 200kHz,� 450kHz)를 사용하여,�최대 1,000m의 주사폭으로 조사를
수행함.�

￭ 저주파 소나영상에서 목표물이 확인되면,�동일 지점을 스캔한 고주파의 영상을 재확인하여,�해당
목표물의 상태를 확인함.�

￭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프로그램은 IXSEA사의 DelphRoadMap이며,�일반적인 SSS�처리와
목표물 영상을 확보하여,�GIS� GeoServer에 제출함.

￭ 이 과정에서 MBES�후방산란 이미지와 대비하여 목표물 영상을 확인하며,�지자기 탐사 자료와의
중첩을 통해 자료간의 상관성을 평가함.�

￭ 목표물은 중요도에 따라 몇 개의 중요순위로 나뉘며,�추후 ROV탐사를 통해 이를 육안으로
확인함으로써 최종 평가를 수행함.�

￭ 현장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목표물은 육상 지원팀으로 스니핏(Snippet)을 보내 전문 분석가의 최종 의견
조회를 받고,�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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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GeoServer(ESRI ArcGIS)

￭ ESRI사의 ArcGIS를 기반으로 모든 생산 자료는 GIS�기반 자료관리 도구에서 관리하며,�이를
GeoServer라 명칭하고,�여기서 탐사 진행과정 전반,�최종 분석 결과의 중첩 해석,�결과의 지도화를

수행함.�

￭ 이를 위해 두 명의 공간분석 전문가가 팀에 참여하고 있음.
￭ 성과물은 총 4가지의 형태 (원자료,�처리자료,�도면자료,�보고서)�제공됨.
￭ 표준화된 성과물 작성을 위해,�회사에서 개발한 고유의 문서작성 템플릿을 제공함.
￭ 모든 자료는 GIS�기반의 항적 기반 자료관리 DB로 구축되어,�미션 메타데이터에서부터 최종
성과물까지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음.

￭ 도면 템플릿도 미션 설계에서부터 최종 성과물 단계에까지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으며,� DB로 구축된
모든 정보는 도면상 특정 객체와 연동되어 있어,�조회가 가능함.

￭ 정보의 교차링크를 구현하기 위하여,�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 중.

F) 영상 정보 처리 시스템

￭ ROV�및 AUV에서 확보된 대용량 영상의 관리 및 영상 내 컨텐츠에 대한 해석을 지원할 영상관리 및
분석도구가 준비됨.

￭ 영상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는 영상이 확보된 관련 정보(항차,� DiveLog,�탐사위치,�심도,�시스템
부가정보 등)와 영상의 저장 관리,�파일검색,�재분석을 위한 영상내 컨텐츠 탐색,�영상 내 특별 주제에

대한 레이블링(Labeling)등의 기능을 제공함.�

￭ 캐나다 ROPOS의 경우,� SeaScribe라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저에서 확보된 영상의
메타정보를 관리하고,�선박 및 육상에서도 취득한 영상 정보를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또한,� SeaTube� Pro라는 영상 분석 및 해석결과를 부가할 수 있는 영상 해석지원 프로그램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육상에서 사용하는 CCTV�영상관리시스템과 달리,�해저에서의 상황에 대한 추후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자료 취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영상과 함께 전달,�기록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임.

￭ 해저 영상 분석 도구의 기능으로는 객체의 크기 및 색 분석,�영상 구역 분류,�텍스쳐 분류,�국제 표준
생물 DB�와의 비교 동정 지원을 위한 World� Register� of�Marine� Species(WoRMS)와의 연동기능을

구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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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1 Ixsea사 DelpSonar를 사용한 사이드스캔 소나 자료처리 표준 공정. 

그림 5.12 잠수정 전체 관측 자료의 처리 공정에 대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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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표준화된 도면 템플릿 사례. 

그림 5.14 표준화된 도면 템플릿과 실제 탐사자료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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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후보 식별 대상체에 대한 소나 영상 정보 분석 템플릿 사례 

그림 5.16 캐나다 ROPOS 그룹에서 운영중인 영상 컨텐츠 분석지원 도구 SeaTube Pro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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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캐나다 ROPOS 그룹에서 운영중인 해저영상 취득 로그 작성 지원시스템 SeaScribe 화면

그림 5.18 해저영상 분석 지원시스템 PAPARA(ZZ)I의 시스템 구성 
(http://dx.doi.org/10.1016/j.softx.2017.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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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심해 무인잠수정 운영 프로젝트 인력 구성

￭ 심해 무인잠수정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구성 및 직무분석을 위해,�스텔라데이지호 투입 인력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  Swire� Seabed사의 Seabed� Constructor�승조원은 총 24명이고,�본 프로젝트를 위해 승선한 기술
인력은 총 38명이었음.�

￭  참여 기술자들의 소속과 역할 직분으로 분류하면,� ROV�및 탐사자료처리를 담당하는 Swire� Seabed�
팀 16명과

￭ AUV를 운영하고,�심해에서 특수목적 카메라를 운영하여 대상물체의 3차원 형상모델링을 지원한
협력업체(COMEX)

￭ 심해 6000m에서 기구를 인양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를 운영하는 Denith� Engineering사의
엔지니어가 포함된 Ocean� Infinite사의 기술인력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소속 분야 직위 인원수 역할

Swire�
Seabed

Party� Chief 1 Swire 총괄

ROV
ROV Supervisor 2 계획/운영
ROV Pilot/Technician 4 정비/운영

Survey

Senior Surveyor 2 측위
Senior Survey Technician 1 측량 장비 담당
Senior Data Proc 4 지구물리탐사자료 처리 및 GIS 구축
Senior Geologist 2 해석

Ocean�
Inifinity

Super� Indendent 1 OI 총괄

AUV

Supervisor 1 운영계획
AUV Operator
(6 Technician) 11 정비/운영

IT Technician 1 전산장비 관리

3rd�
Party

ROV Tooling 3 VDR 회수용
ORUS 2 광학카메라 기반 3차원 형상 측량 및 모델링
Mechanic Specialist 3 6000m 심해 구난   기구 운용

표 5.51 심해 무인잠수정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종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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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AUV/ROV�전문 운영 요원의 보유 역량 분석

5.6.1 AUV/ROV 인원(Personnel)

 ￭ ROV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을 IMCA(지침 문서 IMCA R002 Rev.3 Nov. 

2016)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ROV 산업에서 인정하는 표준임. * IMCA(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s Association, 국제 해양 계약자 협회)

1) 기본 자격 요건

A.�기술 경험 또는 학문적 자격 B.�개인적 자질

◦� �전기(Electrical)

◦� �전자(Electronic)

◦� �유압(Hydraulics)

◦� �기계(Mechanics)

◦� �열정

◦�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

◦� �실무 능력

◦� �상식

◦� �건강한 몸과 체력 수준

2) 기본 교육 과정

￭ 기본 교육 과정의 목적은 해양 안전 의식과 ROV�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과정의 세부 주제는 ROV�업체 및 교육 기관에서 특정 기업의 요구에 맞게 수정 또는 개발할 수 있음.

A.�안전 및 환경 의식

 해양의 위험요소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고압(HV) 전기 및 고압(HP) 유압 시스템에 대한 인식

 ROV 작업과 관련된 해양 설비, 시설 및 선박의 안전 작업 절차

 작업장 안전 절차

 기업의 사고 보고 조치에 관한 지식

 안전 법률과 지침의 적절한 숙지

 작업 허가서(PTW)’ 시스템과 필요성

 개인 보호 장비(PPE) 사용, 유지 및 교체

 개인 안전 의식

 여행 준비와 승무원 교대

 국가(지역)별 보안 문제

 기업의 품질 보증(QA) 및 품질 관리(QC) 기준

 ROV 진수 및 회수

 시스템의 이동 

 공중에 매달린 화물(사람이 위치할 장소와 위치하면 안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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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ROV를 활용한 현장의 특징

⒜ ROV 운영을 위한 대표적인 해양 작업, 설비, 시설 및 선박

⒝ 공사 부선(중량물 인양 선박)

⒞ 장비 이동 및 제한 구역과 같은 다양한 장소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인식

⒟ 해양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인원과 역할

 현장 총괄 책임자(Offshore� Installation�Manager)
 부서 책임자(Toll� Pusher)
 감독관(Client� Representative)
 선장(Vessel�Master)
 의료 담당자(Offshore�Medic)
 통신 담당자(Radio�Officer)
 안전 관리자(Safety�Officer)
 안전관리 책임자(Safety-representative)

C.� AUV/ROV�시스템 운영

⒜ AUV/ROV 시스템의 분류와 대표적인 작업 종류

 관측(Observation)
 조사(Survey)
 검사(Inspection)
 공사(Construction)
 트렌칭(Trenching)
 시추 지원(Support)
 ROV�진수(Launch)�및 회수(Recovery)
 ROV�도구(Tooling)�및 센서(Sensor)

(b) 인양 장비의 유지보수와 운용

 ROV�시스템별 인양(Lifting)�장비 종류
 장비 체결(Slinging)�방법
 장비 재인증 기간
 장비 결함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각적 인식
 운반(Rigging)�및 인양(Lifting)�장비의 재인증 조건 인식

3) 역량 평가(Competence Assessment)

￭ AUV/ROV�인원의 역량 조건은 IMCA(지침 문서 IMCA� C005� Rev.3� Dec.� 2016)에서 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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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역량 평가는 개인의 성과,�지식 및 태도의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특정 역량과 비교 검토하는

과정임.�

4) 핵심과 공통 역량

￭ 특정 핵심 역량은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어떤 위치에서 일하는 모든 인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직무 기능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안전 의식
 비상 상황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업무 관련 활동

5) 주요 역량

￭ AUV/ROV�인원의 직무 기능(Job�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으며,�각�직무 기능에는
추가적인 직무별 역량이 있을 수 있다.

� � A.�직무 기능

직무 기능(국문) 직무 기능(영문) 코드

•�ROV�총괄 책임자 ROV� Superintendent R20

•� ROV�책임자 ROV� Supervisor R01

•� ROV�장비 책임자 ROV� Tooling� Supervisor R11

•� ROV�선임 조종사/기사 ROV� Senior� Pilot/Technician� R02

•� ROV�선임 장비 기사 ROV� Senior� Tooling� Technician� R12

•� ROV� 1급 조종사/기사 ROV� Pilot/Technician�Grade|� R03

•� ROV� 1급 장비 기사 ROV� Tooling� Technician�Grade|� R13

•� ROV� 2급 조종사/기사 ROV� Pilot/Technician�GradeII� R04

•� ROV� 2급 장비 기사 ROV� Tooling� Technicina�GradeIl� R14

� � B.�직무 승격 승인 기준

⒜�ROV�2급 조종사/기사에서 ROV�1급 장비 기사로 승격(예)

▪ ROV� 1급 조종사/기사의 입문 수준 기준
▪ 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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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건강검진
▪ 현재 유효한 건강검진
▪ 작업 지역에 적합한 해양 생존 과정
▪ 현재 유효한 인증서
▪ ROV� 2급 조종사/기사로 최소 180일의 해양 경험과 최소 100시간의 조종 경험,이중 40시간은 시뮬
레이터(A형 또는 B형)�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B형 시뮬레이터 최대 20시간 경험을 포함할

수 있음

▪ IMCA�일지(Loogbook)� -�적절한 항목과 충분히 작성된 기업의 평가
▪ ROV� 2급 조종사/기사 경험
▪ 충분히 작성된 ROV�2급 조종사/기사 역량
▪ ROV�진단 및 유지보수 기술 필수

※ 시뮬레이터(Simulator)

▪ ROV�조종 교육을 위한 도구
▪ 장비 준비,�절차 개발,�설계 유효성 검사 및 교육을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
▪ 수중 환경 묘사 설정 가능(시정의 정도,�소나 소음,�해저면 형태,�해수면 영향 및 물 흐름 상태 등)
▪ 위험 식별,�절차 개발,�장비 통합시험 및 원가 절감이 주요 응용 프로그램
▪ ROV�조종사는 비행 및 로봇 팔(manipulator)�제어 기술을 연마하고 시험
▪ 실제 작업 수행 전 직무(작업)�학습 및 기술 평가
▪ ROV�인력 수준(Manning� Levels)

� ROV� 인력 고려 사항은 인력 수준과 인원 역량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1) 인력 수준
 ROV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력 수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한 장비 작동(안전한 작업을 위해 비상 절차의 실행이 가능하고 충분히 유능한 팀원 필요)
▪ 인원의 근무 시간 및 상대적 휴식 시간
▪ ROV의 유형(Type)과 종류(Class)
▪ 작업의 유형 및 시스템의 구성
▪ 프로젝트 장비 수준
▪ 설치 방법

 (2) 인원 역량 수준
 ROV 운영에는 많은 기술 분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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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전기,�전자,�광섬유,�유압 및 기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수리
▪ 장비를 안전하게 작동 및 유지할 수 있는 운영 지식과 기술을 보유
▪ 실제 팀 규모와 분야 구성은 프로젝트 위험도 평가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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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심해저 근접 탐색용 무인잠수정 운영을 위한
전문운영조직 구축 방안

5.7.1 인력 수요 예측

￭ 연구수요분석과 전술한 전문운영인력의 자격요건 및 필수 구성인력에 바탕을 둔 전문운영조직이
필요함.

￭ 전문운영조직은 잠수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센터장과 행정원으로 이루어진 운영행정팀을 두고,�
연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정력과 기술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운영팀과 육상정비팀으로

이루어진 운항팀을 운영해야 함.

￭ 잠수정을 포함하여 심해탐사장비는 기계적,�전자적 공통요소가 있으므로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심해연구장비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잠수정을 항시 운영가능 태세로 유지하기 위한 육상 정비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해상운영팀의 경우,�도입될 심해 근접 잠수정 체계는 심해 연구선에 승선하여 진회수를 고려하여
60시간 연속 운영하게 되며,�조사영역이 광범위 할 경우,�배터리 교체 및 자료 백업 후 바로

재투입되어 60시간을 운영하게 됨으로,� 2교조 12시간 교대를 근무로,�잠수정 운영 요원은 1교대 5인

체계 (잠수정운영장,�조정사,�부조종사,�기계정비사,�전자정비사)�로 구성함.

￭ 잠수정 24시간 연속 운영을 위한 항차 총 인원은 9인으로,�잠수정 운영장은 주간업무를 기반으로 항시
지원하고,�조정사와 정비사는 12시간 교대를 규칙으로 함.� �

￭ 잠수정 운영장은 연구선에 탑재된 잠수정 운용에 관련된 제반 시설을 관리·유지하며 탑재잠수정이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모든 지원을 책임지는 연구선 승선 운영자를 말함.

￭ "조종사"란 잠수정의 미션을 설계하고,�잠수정 운영 간 잠수정 운용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서,�
해당 잠수정에 대한 교육훈련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이며,�임무 전 잠수정 운영장이 지정한 자를 말함.

￭ "부조종사"�란 잠수정 운영 간 조종사의 지시사항을 수행 및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잠수정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임무 전 잠수정 운영장이 지정한 자를 말함.

￭ "기계정비사"란 잠수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제작사 정비교육 수료하고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잠수정과 진회수 장치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자를 말함.

￭ "전자정비사"란 제작사 정비교육 수료하고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잠수정과 모선의 통신과 관제
프로그램,�임무센서 및 전원 등 전자적 기능을 책임지는 승선정비사를 말함.

￭ 심해잠수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팀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1) 심해잠수정 운영행정팀
    가. 연간 항공 주요업무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잠수정 운영예산계획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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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및 집행

  2) 심해잠수정 운항팀
    가. 잠수정 운항계획 및 정비에 관한 업무
    나. 잠수정 임무센서에 탈부착에 관한 업무
    다. 잠수정 탐재 센서의 자료처리
    라. 잠수정 기능 고도화 계획수립 및 집행

5.7.2 잠수정 운영 전문 인력확보 계획안

￭ 전술한 잠수정 운영 직무분석을 통해,�연구현장에서의 잠수정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8인의 승선 잠수정
인원이 필요함.�주간 업무만을 고려하면,�최소 5인이 필요함.

￭ 연구원 내에 잠수정 조종사와 정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는 없으나,�타 심해
탐사장비 운영에 대한 경험과 관측사로서 연구현장 지원 경험을 갖춘자는 관측사를 포함하여,�석사학위

이상의 기계 및 전자 전공 기술원이 다수 있음.

￭ 현 남해연구소 연구선운항실 산하 연구선관측팀의 기존 관측사(9명,�책임2,�선임1,�원급 6)� �임무를
잠수정 운영까지로 확대하여,�제조사 단기교육훈련 이수를 통해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정비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연구현장에서 24시간 잠수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관측사 전체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임으로,�기존 관측사 업무 및 육상 정비 업무를 고려할 경우,�기존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기술원의 전환배치를 통해,�기존 관측업무를 담당할 신규 관측사(해양물리,�

생지화학분야,�지구물리)�최소 8인 이상의 추가 관측사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부족한 장비 운영 담당자의 확보를 위해,� �연구기반부 소속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및 타 부서의
공학분야(기계,�전자,�정보처리)�석사급 전환직 기술원을 대상으로 잠수정 운영 기술원을 확보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함.

￭ 현 관측사의 전공 및 경력은 자연과학 전공 보다 시스템공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으로,�잠수정이
도입되면 현 관측사는 잠수정 운영쪽으로 임무 전환하고,�해양과학 전공 기반의 임무 전환한 무기직

기술원을 대상으로 관측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의 활용협의,�일정조정,�관련 예산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 미국의
National� Deep� Submersible� Facility와 같은 전담 행정요원이 필요함.

￭ 전체 연구 선단에서 운영심도 및 목적별 잠수정 운영확대를 위해,�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잠수정
확대운영에 따른 신규전문조직 및 인력 및 예산확보에 대한 기획도 필요함.

￭ 잠수정 선정 및 도입의 경우,�발주 이후 1년 정도의 생산기간이 소요됨으로,�잠수정 선정 이후
전문인력의 전환배치 및 업무분장을 통해 제조사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에 대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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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잠수정 운영센터는 잠수정 이외에도 Deep� Tow� System,� Deep� Tow� Camera� System,� TV� Guided�
Grab,� ROV�등 심해 과학현장 지원을 위한 특수 연구기장비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제안함.

￭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의 활용은 국가연구장비 활용체계(ZEUS)에 등록을 하여,�국가의 모든
소요기관(대학,�관련 연구소,�산업계,�해군 등)에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활용 체계를

갖추어야 함.�

잠수정운영센터장

심해잠수정 행정(1인) 심해잠수정 운항팀(8인)

가. 연간 잠수 

주요업무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잠수정 운영예산계획 

및 집행

다.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및 집행

가. 잠수정 운항계획 및 

정비에 관한 업무

나. 잠수정 임무센서에 

탈부착에 관한 업무

다. 잠수정 탐재 센서의 

자료처리

라. 잠수정 기능 고도화 

계획수립 및 집행

그림 5.19 제안하는 신규 잠수정 운영센터 조직 및 기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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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남해연구소 연구선 관측실 확대개편(안)

5.7.3 잠수정 정비시설의 확충

￭ 심해근접 탐색용 잠수정은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임무센서 또한 추가 탈부착이
발생함으로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고유의 지원시설이 요구됨.

￭ 지원시설에는 잠수정 자체의 무게가 약 2.0톤으로,�중량물을 이송하기 위한 크레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잠수정의 최대 길이가 7m�정도이므로,�잠수정의 정비시 실내 이송을 위한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지원시설은 잠수정의 3배 이상인 가로,�세로 21m�정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함.

￭ 또한,�잠수정의 기능 평가를 위한 임해 시험을 위해서는,�지원시설 인근 부두에 2.0톤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크레인이 시설되어 있는 것을 권장함.�

￭ 잠수정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시설은 연구선 부두가 있는 남해연구소 내에 매립지역에 신설될
해양장비 점검 작동 실험부지에 신규 장비정비동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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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남해연구소 시설확충계획(해양장비 점검․작동 실험부지) 

그림 21. 무인잠수정 정비 및 자재 비축 공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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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정비동에 구비되어야 하는 운영 훈련용 ROV 시뮬레이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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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용 무인 탐사용 잠수정 도입 및

운영 경제성 분석
제6장 상용 무인 탐사용 잠수정 도입 및 운영 경제성 분석

6.1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성 체계 도입에 따른 잠수정 모선 고려사항

6.2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도입 및 운영의 경제성 평가 인자 

6.3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구축방안 경제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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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용 무인 탐사용 잠수정 도입 및
운영 경제성 분석

6.1�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성 체계 도입에 따른 잠수정
모선 고려사항

￭ 어뢰 형식의 탐사용 상용 AUV의 자체 크기는 길이방향 최대 6.7m,�약 직경 0.9m이며,�모선에서
이동과 보관을 위한 별도의 운반대차(Cradle)�위에 항시 위치함.

￭ 대부분의 경우,� AUV의 보관,�정비,�굴절사다리(Stinger)�타입의 진회수 장치가 내부에 장착된 길이
30ft�컨테이너가 제공됨(그림 6.1,�그림 6.2).

￭ 제공된 진회수 장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선미 크레인을 이용할 경우,� AUV�자체 무게가 2톤을 넘지
않음으로,� AUV�현측 회수를 위한 크레인 용량 증설등은 필요치 않으나,�길이 방향으로 최대 6.7m�

어뢰형 잠수정의 형태를 고려할 때,�크레인에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어댑터를 고려할 필요 있음(그림

6.3).

￭ 이사부호 갑판의 경우,� 30ft�컨테이너를 위한 고정장치와 전력 제공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으로,� AUV�
도입에 따른 별도의 추가 개선은 필요치 않음(그림 6.4).

￭ 또한,� AUV의 수중 위치 추적 및 계산을 위한 USBL은 이미 이사부호 선저에 장착되어 있음.�
￭ AUV�미션설계 및 실시간 위치 추적 필요시,�이사부호 주연구실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음.

그림 6.220 AUV 진회수 및 충전 및 보관 전용 컨테이너(30ft, 총 무게 7.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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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1 선미 장착 AUV 진회수 장치

그림 222 크레인 및 A-Frame용 AUV 진회수 안정기 사례

   

그림 6.223 전용 컨테이너를 통한 진회수 



� 0211

￭ AUV�방식의 무인잠수정의 경우,�조정,�정보전달,�전력을 위한 제어선이 모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장비 도입에 따른 대규모의 개선이 필요치 않음.

￭  ROV의 경우에는,�운영수심의 1.5배 정도의 연결 케이블이 필요함으로,�이를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윈치와 ROV(최대 4.2톤)�및 케이블의 무게를 감당한 진회수 시스템이 별도로 요구됨.

￭ 기존 해미래 ROV와 같이,�모선에 의한 수중예인을 하는 이동방식을 채용하면,�모선과 ROV�사이의
별도의 수중 TMS(Tether�Management� System)이 필요치 않아,�추가적으로 설치할 진회수 전용

A-Frame의 높이가 작아질 수 있음.�

￭ 또는 이사부호 후미의 A-Frame을 이용하여 진회수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추가적인 진회수용
A-Frame을 설치할 필요 없음.

￭ 그림 6.4는 한국 해군에서 도입예정인 차세대 잠수정 구난 ROV의 사례를 고려하여,�이사부호 갑판에
ROV�진회수 전용 A-Frame과 윈치시스템을 배치한 것임.

￭ 이사부호 우현으로 ROV를 진회수 하고,�좌현에는 6,600m�장갑 케이블이 권선되어 있는 유압 윈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음.

￭ ROV의 경우,�모선으로부터 440/575� VAC� 60Hz,� 3� phase을 공급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전력전송 및 변환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ROV는 ROV�자체 뿐 아니라,�최대 운영수심의 10%가�추가된 케이블과 이를 권선할 윈치,�윈치를
기동할 유압엔진,�컨트롤밴 등의 총 무게는 110.5톤에 해당함.

￭ 모선에 110.5톤의 추가 중량이 선적되어함으로,�선박 평형 및 개조에 따른 선급 심사가 별도로 필요함.

ROV� Items Weight

1.FCV4000� (200HP)� ROV� � � � � � � � � � � � � � � � � � 4,200� kg

2.TMS� (Type� 4) � 2,300� kg

3.Control� Cabin � 15,000� kg

4.Workshop� Cabin� � � � � � � � � � � � � � � � � � � � � � � � � 15,000� kg

5.A-Frame 23,000� kg

6.HPU � 10,000� kg

7.Winch� (4100�mtr) 41,000� kg

Total 110,500� kg

표 6. Fugro ROV FCV4000 모델의 개별 구성품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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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ROV 진회수 및 케이블 조정 위치 시스템

(a) Armored Umbilical Cable (b) Deck Cable

그림 56 조정케이블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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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크레인을 이용한 ROV 진회수 사례. TMS가 없는 시스템은 크레인 진수가 가능함.

그림 6.228 ROV 조종실 일반 배치안. 이사부호 연구실 개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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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9 ROV 조종 컨테이너(20ft) 내 장비배치 제안. ROV 조종실은 이동형 컨테이너 이외에도 
이사부호 Dry Lab에 구현할 수 있음.

그림 230 ROV 진회수 시스템 사례

그림 6.231 ROV L&R 시스템을 고려한 이사부호 갑판 배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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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성 체계 도입 및 운영의
경제성 평가 인자

￭ 앞 장에서 분석한 전문 운영 인력과 상용 AUV�및 ROV�제조사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토대로 탐사용
잠수정 도입 비용을 산정하였음.

￭  AUV�및 ROV의 도입 비용은 부착 센서 옵션에 따라 달라지나,�최초의 비용산정을 위해 최대한
제공가능한 모든 옵션을 부착한 상태로 제안 받았음.

￭ AUV�및 ROV�도입 비용에는 8주 혹은 3개월 소요의 전문 정비 및 운영인력에 대한 훈련비용을 별도
산정하였음.

￭ 모선의 개조 및 육상 정비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입 모델에 따라,�개조의 범위와 비용이 다름.�
￭ 기본적으로 연구선 기능고도화 프로그램과 육상 정비동의 신축 혹은 개조에 따른 비용은
인프라사업비를 통해 별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표 6.1는 제조사로부터 수집한 상용 AUV�무인잠수정 제원 및 비용에 대한 정보이며,
￭ 표 6.2는 심해 ROV�잠수정 제조사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선정은,�국내외기관 연구기관의 도입 및 운영사례를 참조하였음(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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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6 상용 AUV 제조사의 제안서 분석

모델

HUGIN�AUV Explorer� AUV SeaRaptor� AUV

제작사 Kongsberg Maritime International Submarine Engineering Teledyne Gavia

운용

수심 6,000 m 5,000 m 6,000 m
방법 Automated Control System Automated Control System Automated Control System
전원 Li-ion Polymer Battery (48 kWh) Li-ion Battery (48 kWh) Li-ion Polymer Battery (13 kWh)
시간 60 hrs (with sensors operating) 80 hrs (with no sensors operating) 24 hrs (with SSS @ 3 kn)
속도 min 2.0 kn (max 6.0 kn) 3.0 kn (max 4.8 kn) 3.0 kn (max 4.0 kn)

제원

길이 6.2 m 6.7 m 5.5 m
직경 0.875 m 0.74 m 0.63 m
무게 1,850 kg 2,000 kg 1,000 kg

장비

⋅
센서

운항 Navigation & Communication Navigation & Communication Navigation & Communication

관측

MBES (Kongsberg Martime) MBES (R2Sonic) MBES (Teledyne Reson)
SAS (Kongsberg Martime) SSS (EdgeTech) SSS (EdgeTech)
SBP (EdgeTech) SBP (EdgeTech) SBP (Teledyne Benthos)
CTD CTD (SBE) CTD
Camera (Cathx Ocean) Camera (Cathx Ocean) Camera (Cathx Ocean)

진수⋅회수

Dual Stage Stinger  LARS Ramp LARS Docking Head LARS

보관⋅운영  Van (30 ft & 10 ft Container) Van (30 ft Container) Van (20 ft Container)

예비품
Standard Package Standard Package Standard Package
Extra Battery 1 set Extra Battery 1 set Extra Battery 1 set

교육 21 day @ 8 person 15 day @ 5 person 49 day @ 10 person
지원 2 year (general) 15 day @ 3 person (on-site) 10 day @ 2 person (on-site)

가격(USD) $7,485,000 $5,909,000 $5,590,000
※   주1) LARS (Launch and Recovery System) : ROV 진수 및 회수 시스템
    주2) TMS (Tether Management System) : ROV 테더(연결/연장) 케이블 관리 시스템
    주3) AUV 제작사별 제안서(Proposal) 원본은 별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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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7 심해 탐사용 ROV의 제안 비교

모델

FCV4000� ROV HYSUB� ROV

유형 Work Class Vehicles Work Class Vehicles
제작사 Fugro International Submarine Engineering

운용

수심 4,000 m 6,000 m

방법
Remote Control System Remote Control System
Umbilical Cable (L= 4,100 m) Umbilical Cable (L= 6,600 m)

전원 Electro-Hydraulic (200 HP) Electro-Hydraulic (50 HP)

추진
Hydraulic Thruster Hydraulic Thruster
Horizontal x 4 & Vertical x 3 Horizontal x 4 & Vertical x 2

제원

크기 (L) 3.315 m x (W) 1.76 m x (H) 1.875 m (L) 2.5 m x (W) 2.1 m x (H) 2.3 m

무게 4,200 kg Payload (+) 280 kg 2,700 kg Payload (+) 160 kg
Through Frame Lift (+) 3,000 kg Through Frame Lift(+) 750 kg 

장비

⋅
센서

운항

Navigation System Navigation System
Camera x 5 (Low Light & Color CCD) Camera x 4 (Color Zoom & Low light & Color CCD)
 Light x 12 (LED & HID)  Light x 6 (LED)
Manipulator x 2 (Schilling Robotics 7-F & 5-F) Manipulator x 2 (Magnum 7-F & 5-F)

작업 Scientific Skid & Sampling Tools (*optional) Scientific Skid & Sampling Tools (*optional)

운영
Control System Control Van (20 ft Container)
Remote Operations Center (*optional) Support Van (*optional)

예비품 Standard Package Standard Package
교육 8 week 5 day @ 6 person

가격(USD) $5,925,000 $7,413,500
※   주1) ROV 가격에 옵션(*optional) 항목은 제외, 다음 페이지(표)의 진수⋅회수(LARS & TMS) 항목은 포함
※   주2) ROV 상세 가격은 첨부(1∼2)의 ROV Budgetary Proposal 참고
※   주3) ROV 제작사별 제안서(Proposal) 원본은 별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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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8 제안사별 진회수 장비 비교

모델 FCV4000� ROV HYSUB� ROV

진수

⋅
회수

LARS

FCV style LARS (with Winch & A-Frame) ISE typical LARS (with Winch & A-Frame)

TMS

Top-Hat type TMS (Tether L= 600 m) Garage type TMS (Tether L= 1,000 m)

     

(L:open) (R:closed with protective guard grating)  (L: front view)        (R: side view) 
※   주1) LARS (Launch and Recovery System) : ROV 진수 및 회수 시스템
※   주2) TMS (Tether Management System) : ROV 테더(연결/연장) 케이블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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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성 체계 구축방안
경제성분석

6.3.1 가정 및 요약

1)�기본가정

•�본 프로젝트는 사업의 분야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무인잠수정

도입사업인 점,�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해당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아니지만,�분석의 기준 및 적용의 공정성을 위해 경제성 분석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함

•�적용된 주요 지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제2-1

판(2016.11)」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및

기획재정부 훈령 제436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정안(2019.05)」등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 주로 적용되는 10개의 기본 지표들에 대한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용

1.�시설 및 규모계획 해저근접 정밀 수중탐색용 잠수정 1대

2.�도입계획 발주처 요구사항 및 기본구상에 따름

3.�연차별 투자계획
2023년 도입(2021년 중기재정 반영, 
2022년 예산반영)

4.�연차별 운영계획 도입 후 2024년부터 10년간 운영

5.�연차별 편익 과학기술적 편익과 국민 자긍심 고취/국내 심해연구 인프라 강화 편익

6.�연차별 비용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적용

7.�편익-비용 흐름 총편익-총비용

8.�할인율 개정된 실질 사회적 할인율(4.5%) 적용

9.�순현재가치 NPV 계산방식에 의해 산정

10.�현금흐름 발생시점 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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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괄 요약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주로 공공시설의 개발 등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며,�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함

구 분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분석관점 국민 경제적 입장 개별 사업주체 입장
측정화폐단위 잠재가격 시장가격
비용 자원 사용의 기회비용 현금유출
편익 소비자 지불의사의 합 현금유입
적용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재무적 할인율

•�이에 따라 실시한 본 과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총괄 요약표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단위 내용 비고

사업기간 년 11 도입기간 1년+운영기간 10년
총사업비 부가세 제외 백만원 10,091 경제성 분석기준
연간 운영비 기준연도 백만원 638 초년도 기준
연간 편익 기준연도 백만원 2,472 연간수요에 객단가 반영
사회적 할인율 예타 지침 4.5% 개정된 할인율 적용

경제성 분석

B/C 1.29 1.0 이상으로 사업성 있음
NPV 백만원 3,552 0원 이상으로 사업성 있음
IRR 12.66% 4.5% 이상으로 사업성 있음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기간중)

생산유발 억원 - 단순 잠수정 도입사업으로
사업기간 중 파급효과는
미계상

부가가치유발 억원 -
고용유발 명/10억 -

경제적

파급효과

(운영기간중)

생산유발 억원 102
전국단위효과
10년 비용 총합 투입부가가치유발 억원 58

고용유발 명/10억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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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총 사업비 산정

1)�사업비 총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 의거,�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업비 산정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비

비는 반영하도록 함

•�무인잠수정 도입비용은 100억원으로 여기에 예비비 10%를 더하여 총 사업비는 110억원임

•�부가세가 제외된 경제성 분석용 사업비는 10,091백만원임

구 분 금 액 비 고

무인잠수정 도입비 10,000
-부가세 제외시 (9,091)
-부가세 (909)
예비비 1,000 도입비의 10%
총사업비 11,000
부가세 제외 총사업비 10,091 경제성 분석 기준

(단위:백만원)

2)�연차별 투자계획

•�총 사업기간은 3년으로 가정(2021년~2023년)

•�2021년 중기재정 반영,�2022년 예산 반영,�2023년 실제 도입으로 구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사업비 100% 100%
예비비 100% 100%

•�연도별 투입비율에 총사업비를 배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도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사업비 9,091 9,091
예비비 1,000 1,000
합계 10,091 10,091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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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운영비 산정

1)�운영비 분류

•�사업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운영비 항목은 인건비와 재료비임

•�또한 시설재투자비와 잔존가치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구분 내용 비고

인건비 소요인력 인건비 연봉,퇴직금,연금,수당 등

재료비 시설운영비 무인잠수정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

2)�인건비 산정

•�인건비 산정은 사업기관으로부터 예상 운영인원을 제출받은 후 관련자료를 이용한 인당 평균 인건비를

적용하여 총 인건비를 산정하는 절차로 추정함

◦�운영인원 산정

•�사업기관은 도입비용 100억원이 소요되는 무인잠수정을 운용하는 데 필요인력을 8명으로 제시하고 있

음

◦�인건비 산정

•�인건비는 2019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2019)에서 제시한 산업별 연평균 근

로자임금(2018년 말 기준)에서 유사직종의 평균치를 적용함

•�분석 결과 인당 연평균 60.97백만원이 인건비로 산정됨

구 분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평균

인당 인건비 51.81 68.11 63.00 60.97

(단위:백만원)

•�예상 인원과 인건비를 합산한 결과 연 인건비로 488백만원이 산정됨

구 분 총인원(명) 인당인건비 인건비 비고

인건비 8 60.97 488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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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료비 산정

•�재료비는 사업기관에서 연평균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세부계획이 확정되어 상세한 재료비가 도출되기 전까지 이의 평균인 150백만원을 연간 재료비로 적용

함

4)�연도별 비용 종합

•�경제적 타당성은 편익-비용 흐름표에 의해 분석됨

•�이에 따라 먼저 사업기간 중 연도별 비용흐름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으며,�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구 분 사업비 인건비 재료비 재투자비 잔존가치 합계

2023년 10,091 10,091
2024년 488 150 638
2025년 488 150 638
2026년 488 150 638
2027년 488 150 638
2028년 488 150 638
2029년 488 150 638
2030년 488 150 638
2031년 488 150 638
2032년 488 150 638
2033년 488 150 638
합계 10,091 4,878 1,500 - - 16,469

(단위:백만원)

6.3.4 편익 산정

1)�편익산정 방법

•�해저근접 정밀 수중탐색용 무인잠수정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익방법의 적용이 가능함

•�본 용역에서는 2015년 7월 사업기관이 기수행한 「심해유인정 개발사업」에서 제시된 편익항목과 결과

치를 본 프로젝트에 맞게 보정한 수치를 적용함

•� 추가로 한국개발연구원의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2009)」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8)」를 참조함

•�잠수정 개발 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경제적 편익은 과학기술적 편익,�국민 자긍심 도취 편익,�국내 심해

연구 인프라 강화 편익,�시장접근법에 의한 편익 등 4가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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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적 편익은 잠수정을 이용하는 과학자 및 전문가가 얻게 되는 편익

•�국민자긍심 고취 편익과 국내 심해연구 인프라 강화 편익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편익

•�이 중 국민 자긍심 고취 편익은 심해 탐사를 통해 지구환경변화,� 해양자원 등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

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

•� 국내 심해연구 인프라 강화 편익은 주요 선진국들의 유사 잠수정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국내

심해연구 인프라가 강화되는 편익

•�시장접근법에 의한 편익은 잠수정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수요 접근법에 의한 부가가치 편익

임

•� 이 4가지 편익 중 무인잠수정의 도입사업인 경우 시장접근법에 의한 편익은 개발사업이 아닌 관계로

제외하여야 함

•�결론적으로 본 용역에서는 전문가들이 얻게 되는 과학기술적 편익과 일반 국민들이 얻게 되는 국민 자

긍심 고취 편익/국내 심해연구 인프라 강화 편익을 추정하여 이를 합산한 편익을 최종편익으로 산정함

2)�과학기술적 편익

•�본 프로젝트와 감은 잠수정 개발사업 혹은 도입사업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현존하지 않는

재화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과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 Contingent�Valuation�Method)을 주로 사용

•� 이 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적 편익에는 컨조인트 분석법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자긍심 고취 편익과 국내 심해연구 인프라 강화 편익에 대해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함

•�컨조인트 분석은 임의의 재화가 특정 속성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각�속성들의 조합으로

부터 재화를 나타내는 가상의 대안집합을 구성함

•�대안집합이 구성되면 설문을 통해 각각의 대안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자료를 얻고 이후 얻어진 응답자

의 선호자료는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각�속성별 편익을 추정하는데 활

용함

•�본 프로젝트에서 적용되는 심해 해저근접 정밀 수중탐색용 잠수정 체계는 심해의 해저면 부근까지 원

격 잠항하여 탐색,�관찰,�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수중이동체와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로 구성됨

•�본 프로젝트에서 심해란 200m이상의 수심대역을 의미하며 잠수정 체계에는 광대역 신속 탐색을 위한

자율운항무인잠수정(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과 협대역에서 관찰 및 시료채취를 위

한 원격제어잠수정(ROV,� Remote�Operate� Vehicle),�수중탐사체의 위치 및 실시간 통신 중계 기능을

위한 무인수상선(USV,� Unmanned� Surface� Vehicle),� 잠수정 모선에 구비된 잠수정 진회수 체계,� 잠

수정 체계 유지보수를 위한 육상 시설 및 설비,�잠수정 유지관리,�운영,�취득된 자료의 신속 처리를 위

한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됨

•� 일반적으로 심해잠수정은 해양환경,� 생태계,� 지구과학 조사,� 해양자원탐사,� 해양플랜트 분야 활용연구,�

군사/구난 분야 등과 같이 여러 분야의 해양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됨

•�이에 따라 의미있고 신뢰성 있는 편익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속성 중에서 실제적으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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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응답자에게도 중요할 수 있는 속성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헌조사 및 해당분야 전문가의 협

의를 통해 8개의 속성과 수준을 결정함

•�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 속성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수준과 최저수준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속성의 나머지 수준을 고려함

•�속성변수와 개별 속성변수의 평가 단위가 결정된 후 조건부 선택법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의미있고 정

확한 판단을 위하여 수행연구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2개로,�잠수정의 규모 및 비용 속성변수 등에 대

해서는 선행연구의 수준에 보정지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이에 따라 당초 수행된 속성별 과학기술적 편익과 이를 보정한 본 용역에 적용되는 수정 한계지불의사

액(MWTP,�Marginal�WTP)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당초 MWTP 보정지수 수정 MWTP

잠수정 규모 116,597

11.7%

13,672
해양환경,�생태계,�지구과학 조사 210,081 24,634
해양자원탐사 103,272 12,110
해양플랜트 분야 활용연구 154,813 18,153
군사/구난분야 활용 38,088 4,466
잠수정 외부활용(개월) 9,757 1,144
논문성과 51,256 6,010
지적재산권 성과(건) 47,483 5,568

(단위:백만원)

•�수정 MWTP에 각�속성별로 무인잠수정의 활동영역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

•�속성 중 잠수정 외부활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속성은 그 중요도 및 활용도에 따

라 10.0~16.7%의 가중치를 부여

•�가중치 부여 시 핵심요인은 잠수정을 해당 속성에 활용하는 기간에 대한 비율이며 논문성과 및 지적재

산권 성과는 최소치인 10%를 적용

•�이를 종합한 최종 과학기술적 편익은 12,655백만원임

•�산출된 총편익은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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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나리오 MWTP 가중치 과학기술적 편익

잠수정 규모 기준치 13,672 11.73% 1,603
해양환경,�생태계,�지구과학 조사 2개월 24,634 16.67% 4,106
해양자원탐사 2개월 12,110 16.67% 2,018
해양플랜트 분야 활용연구 2개월 18,153 16.67% 3,026
군사/구난분야 활용 2개월 4,466 16.67% 744
잠수정 외부활용(개월) 0개월 1,144 0.0% -
논문성과 100편 6,010 10.0% 601
지적재산권 성과(건) 20건 5,568 10.0% 557
합계 12,655

(단위:백만원)

3)�국민자긍심 고취/국내 심해연구 인프라 강화 편익

•�잠수정이 제공하는 본 편익의 추정을 위해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

•�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설문조사는 크게 조사기획 단계 및 실사 단계로 구분하고 조사기획 단계는

자료수집,�설문지 작성,�피드백 등의 과정을 거침

•� 질문법으로는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법 중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질문법을 활용

•�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Hanemann(1984)에 의해 알려진 후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Arrow� et�

al.(1993)에서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사용을 지침으로 권함

•� 먼저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주어,� 미리 정해진 제시금액을 기꺼이 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후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질문

•�제시금액은 1,000~10,000원 구간으로 설정

•�당초 조사된 지불의사액(WTP)은 5년간 지불로 한정되었으며 2013년 말 기준치로서 이를 소비자물가

지수를 통하여 보정한 후 잠수정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보정된 지불의사액(WTP)� 60원이 도출

됨

•�최종WTP에 2019년 기준 통계청의 현재 가구수 추정치를 적용한 최종 연간 총편익은 1,207백만원이

며 이를 10년간 동일하게 적용함

4)�연도별 편익 종합

•�경제적 타당성은 편익-비용 흐름표에 의해 분석됨

•�이에 따라 사업기간 중 연도별 편익흐름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으며,�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0227

6.3.5 경제적 타당성 분석

1)�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

•�경제성 분석은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NPV)�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하는 과정임

•�편익/비용 비율은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운영비)을 적정 할인율로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 편익/비용 비율은 사업의 비용 1단위당 편익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자연히 소규모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B/C비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음

•�내부수익율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

로 내부수익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

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가 0(원)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2)�경제적 타당성 분석 주요 전제조건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2008.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된 주요 기

준에 따라 작성

•�특히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 개정된 예타지침에서는 4.5%의 실질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보통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됨

•� 그 이유는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정부나 지자체이며 이들이

추진하는 미래사업의 중요성은 민간사업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경제적 잠재능

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사용함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7~8%�이상,�선진국에서는 5~6%�수준을 적용함

3)�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3개 지표 모두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분석 결과 B/C는 1.29,� IRR은 12.66%,�NPV는 3,552백만원으로 산정

4)�편익-비용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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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편익 비용

순현재가치
총편익 현재가치 사업비 운영비 재투자비잔존가치 총비용 현재가치

2023년 10,091 10,091 8,097 -8,097

2024년 2,472 1,899 638 638 490 1,409

2025년 2,472 1,817 638 638 469 1,348

2026년 2,472 1,739 638 638 448 1,290

2027년 2,472 1,664 638 638 429 1,235

2028년 2,472 1,592 638 638 411 1,181

2029년 2,472 1,524 638 638 393 1,131

2030년 2,472 1,458 638 638 376 1,082

2031년 2,472 1,395 638 638 360 1,035

2032년 2,472 1,335 638 638 344 991

2033년 2,472 1,278 638 638 330 948

합계 24,725 15,699 10,091 6,378 - 16,469 12,147 3,552

5)�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투자비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비용,� 편익,�

할인율 등)에 대해서 각�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

해서 시행

•� 본 용역에서는 사업기관의 요청에 따라 초기 잠수정 도입비가 70억원일 경우(비용의 변화)� 경제성의

변화에 대해 추정

•�다른 변수는 불변이며,�운영인원이 당초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

•�이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와 편익 중 일부 사업규모에 따른 변화에 의해 경제성 분석이 달라지게 됨

•� 분석결과 총편익은 24,725백만원에서 16,971백만원으로 총비용은 16,469백만원에서 15,880백만원

으로 변경됨

•�이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B/C는 0.96,� IRR은 2.7%,� NPV는 491백만원으로 3개 지표 모두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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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C IRR NPV(백만원)

평가기준 1.0�이상 5.5%�이상 0원 이상

분석결과 0.96 2.70% -491

평가결과 사업성 없음 사업성 없음 사업성 없음

6)�분석 결론

•�해저근접 정밀 수중탐색용 잠수정 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졍제성 분석 결과 도입비가 100억원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도입비가 70억원일 경우에는 초기사업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비용의 증가효과가 편익

의 증가효과를 상회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본 프로젝트의 경우 100억원 규모의 잠수정 도입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6.3.6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델 중 한국은행의 IRIO모델을 분석모델로 선정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산업간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

계체제를 의미

•�산업연관모형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Output�Model)'이 됨

•� 지역산업연관모형 중 직접조사방식(survey)에 따라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고 모형을 작성하는 방식을

'IRIO�모델(Inter-Regional� Input�Output�Model)'이라고 함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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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09년 8월에 2005년 기준의 전국 16개 시도 단위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하

였는데 이 산업연관표의 형식이 이입 및 수입 분리형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임

•�지역의 구분은 16개 시도 행정구역이며 부문 분류는 168부문으로 2005년 실측 전국산업연관표 부문

분류와 동일함

•�한국은행의 IRIO�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생산유발효과,�부가

가치 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으로 구분됨

•� IRIO모델에 대한 해석 시 유의할 점은 이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

문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편익을 추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임

2)�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파급효과

를 계측하는 것임

•�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함

•�생산유발효과는 특정 지역의 최종 수요 한 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서 직간접

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효과를 의미

•�지역간산업연관표에서 각�지역의 각�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중간수요(Z)와 최종수요(Y)로 배분

되는 데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간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생산유발계수가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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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가 국내 생산을 유발하며 이는 생산과정을 통해 다시 부가가치

를 유발하게 됨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부가가치계수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계산됨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수요증가

에 따른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므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

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

•�부가가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산업별 노동(L)을 산출액(X)으로 나눈 고용

계수의 대각행렬을 이용하면 최종수요가 각�지역의 고용을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 계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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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급효과 분석대상 사업

•�일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사업기간 중 투입되는 사업비와,�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총비용으

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그러나 본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비는 잠수정 도입비용을 의미하여 국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파급효과

대상이 아님

•�따라서 본 용역에서는 운영기간 10년 간 발생하는 총비용에 대한 운영기간 중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만

실시함

구분 투입대상 투입비(백만원) 비고

사업기간 중 사업비 - 분석대상에서 제외

운영 중 총비용 6,378 부가세 제외,� 10년 총합

4)�운영기간 중 경제적 파급효과

•�운영기간 중 10년 간 총 6,378백만원이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

•�운영기간 중 전국 단위로 생산유발 102억,�부가가치유발 58억,�고용유발 109명의 파급효과 발생(연평

균 생산유발 3억,�부가가치유발 2억,�고용유발 4명)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단위 억원 억원 인/10억원

전국단위효과 102 58 109

전국단위계수 1.6010286 0.9134922 17.02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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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의 도입은 국가 해양과학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연구장비임을 3차례의 연구원 내부,�전문학회(한국해양학회,�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확인하였음.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국가의 해양 재난 재해에 대비한 영해 전 해역을 탐색 가능한 운영수심대의
장비(3000m�이상)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해저면 근접 광역탐색을 위한 잠수함 형태의 탐색용 잠수정(AUV)와
목표점이 확인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정밀 촬영,�연구장비의 진회수 지원을 위한 작업 등을

위한 원격조정 잠수정(ROV)으로 구성됨.

￭ 탐색용 잠수정(AUV)에는 기본적으로,�정밀해저지형탐사(Multibeam� Echo� Sounder),�
측면주사음탐기(Side� Scan� Sonar),�천부지층 탐사기(Sub� Bottom� Profiler),� CTD,� ADCP�등을

탑재하여 고정밀 해저 환경 정보를 취득하는 센서를 포함함.

￭ 원격조정 잠수정(ROV)는 기본적으로 UHD급 고해상 카메라와,�작업을 위한 좌우 로봇팔,�샘플 취득을
위한 다양한 샘플러 등을 기능을 포함함.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잠수정 하드웨어 뿐 아니라,�잠수정으로부터 확보된 정보를 처리하는 전문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턴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함.

￭ 기존 해양수산부 및 과기부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무인잠수정 해미래 및 크랩스터 등의
해양로봇은 기업체로 기술이전되어,�기술이전을 받은 국내 업체의 제조기술과 운영기술이 확보되어

가고 있음.

￭ 해양과학 현장탐사를 지원하는 상용 무인잠수정은 국내외 생산지를 고려치 않고,�연구자의 기능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함.

￭ 타 국외 연구사업을 통해 기능이 검증된 상용 무인잠수정의 도입단가는,�제조사의 제안서에 근거하여
자율무인운항잠수정(AUV)의 경우,�약 100억원,� 원격조정무인잠수정(ROV)의 경우 70억원� 정도로

추정됨.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연구선 기능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대형연구장비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5억 이상 연구장비에 해당함으로,�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장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로드맵과 용도가 자세하게

설명된 기획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함.

￭ 연구선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운영의 주체는 연구선의 연구장비 운영을 총괄하는 연구선
관측팀�맡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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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의 운영을 위해서,�단기간의 일회성 운영보다 현장에서의 1항차 20일 정도의
연속적인 활용을 요구함으로,�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운영기술원이 필요함.

￭ 현재 이사부호의 원할한 현장연구지원을 위하여,�남해연구소 연구선 관측팀 소속 9인 구성의 관측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무인잠수정이 도입될 경우,�육상 정비,�선상 지원 및 운영,�연구자와의

연구계획 소통 등의 업무를 전담할 8인의 신규 관측사의 충원이 필요함.

￭ 심해 근접 잠수정 도입에 따른 운영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바,�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은 1.29(1.0�이상으로 사업성 있음),�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12.66%(4.5%�

이상으로 사업성 있음)으로 평가됨.

￭ 본 기획과제의 보고서를 기반으로,�연구원은 기관 R&R에 실현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연구장비의 로드맵을 구축하고,�국가대형연구장비 도입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노력할 것을 제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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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해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는 해양과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을 위한 지원 임무와 해양에서 일어나는 재난 대응(2019년 독도 헬기 추락,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남대서양 침몰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함.
	 ￭ 지구의 71%가 바다로 구성되어 있고 (Weatherall P. et al., 2015),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면적은 전체 해양의 15% 미만이다 (Mayer L. et at., 2018)
	 
	 ￭ 동아시아 해양국가의 심해 탐사 경쟁에서, 이미 일본(신카이 6500)과 중국(자오룽)의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 연구 장비의 부족으로 뒤처지고 있음.
	 ￭ 국가의 영해 최대 수심은 약 3,000m에 달하나, 대수심에서의 벌어질 수 있는 국가의 해양 재난에 대한 대처할 심해 탐색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영해내 자원탐사의 경우에도, 고해상도의 해저지형 및 해저면 특성을 확정지을 근접 탐색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국외 연구기관 장비 임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최근의 사례로,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을 위해, 2019년 국외 전문 용역사를 통해 심해 근접 잠수정을 활용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이 신규 장비(50억원)를 도입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해탐사에서도 관련 연구장비가 없어, 1회 탐사에 20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자료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심해 탐색 장비는 연구기관 뿐 아니라, 국방, 해상구난, 자원개발 산업, 로봇 산업 등의 국가의 다양한 이익주체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국가 기간 탐색 장비로 미국의 경우, National Deep Submersible Facility라는 우즈홀 연구소 산하에 전문 운영 부서를 두고 국가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심해 탐색 장비의 경우, 하드웨어 도입 뿐 아니라, 탐색 장비의 운영과 자료처리를 위한 인력양성에 시간이 많이 필요함.
	 ￭ 공해상 신규 심해 생물 및 비생물 자원 탐사의 선점의 기회 마련.
	 ￭ 첨단 로봇 기반 연구장비 운영을 통한 국가 로봇 기술 시장 선도.
	 ￭ 도입 활용될 대용량 영상기반 해석 기술의 수요 증대로 차세대 AI기반 인식 및 분류 기술 기반 조성
	 ￭ 실용화된 필드 로봇 운영을 통한 운영기술 확보.
	 ￭ 국정과제 및 기관고유 임무 실현을 위해 심해근접 탐사용 잠수정의 도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2018~2022년 정부 내 해양수산부의 국정과제 중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 강화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도입될 탐사용 무인 심해잠수정은 2019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수색, 제주 어선 화재 구난 등 해양에서 일어나는 해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탐사장비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의 R&D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신규 해양경제영토의 탐색의 기초가 되는 연구선과 더불어 가장 효율적인 해저 탐색장비임.
	 ￭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원의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연구원이 지향하는 R&R을 실현하는데, 미래지향적 연구인프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미래지향적 원천연구 수행으로 독창적 연구성과 창출하는데 있어, 심해에 근접 관찰이 가능한 무인잠수정은 연구인프라로서 역할을 주도할 것이며, 
	 ￭ 장기･공공･대형연구에 집중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이바지 할 것임.
	 ￭ 기존 6,000m 급 해미래와 크랩스터 및 대형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으로 다져진 해양로봇 기초기술의 성과를 계승하고, 연구개발에서 도출된 성과의 개발수준 도약을 위하여, 상용화된 연구장비의 활용 또한 시급한 당면과제임.
	 ￭ 연구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운영기술과 새로운 임무센서의 장착 등의 현안을 해결한 기반 플랫폼을 도입하고, 이의 활용 및 정보 추출의 전과정에서 필요로하는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의 도구로도 활용될 것으로 판단함.
	 ￭ 해양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탐사를 통한 연구소재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잠수정의 활용분야는 해양과학기술원의 R&R과에서 제시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미래 방향
	  외부환경 분석 결과 및 기술개발 방향
	 ￭ 역할 개요
	 ￭ 해양생명·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 해양생물 유래 활성물질 분석 · 발굴 · 응용
	  • 해양생물 기반 기능성 · 산업 소재의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 의약 및 기능성 소재실용화 기반 구축
	 ￭ 대양저 개괄탐사 및 정밀탐사를 통한 해양 전략광물자원 발굴 및 개발기반 구축
	  • 다양한 지체구조 적용이 가능한 대양저 정밀 탐사 역량 강화
	  • 자원량 확보 및 추출효율 증대로 전략광물자원 개발 가치 증대
	  • 극한환경에서 유용자원 가치평가를 통한 미개척 신해양자원 발굴
	 ￭ 기술 현황 및 중장기 로드맵
	 ￭ 추진 전략 
	  • (친환경 자원탐사 강화) 개별 광물자원 특성을 고려한 비파괴 자원탐사기술(전자탐사, 고주파음향탐사) 적용을 통한 친환경 자원평가기술 확보 및 심해환경평가 국제 표준 주도
	  • (신해양자원 개발 시너지 강화) 대양 ․ 극한환경의 바이오-광물자원 연계 해석을 통한 활용 원천기술 확보
	  • (유관기관 협력 강화) 심해저 자원 상업생산 역량강화 및 개발여건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정부는 중요 금속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91년 경제장관회의(제11차) 및 ’0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5차) 의결로 사업 수행(태평양, 인도양, 도서국 EEZ 등 5개 지역에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 독점탐사광구 11.5만㎢를 획득)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자원의 개발 등):정부는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17.4)
	 ￭ 국정과제 3-3-62(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강화)의 세부 이행과제로 남·북극 등 대양진출 확대와 국제 해양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과제로 포함
	 ￭ 「해양수산 R&D 산업화 촉진전략」중 ‘전략2 극한환경 극복을 통한 심해저 자원 확보’ 추진(’16.6)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5대 추진전략 중 ‘2.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의 중점과제 ‘2-1.미래 해양자원 개발’ 제시(‘10.12)
	 ￭ 역할 개요 
	 ￭ 해양연구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첨단 해양연구장비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 고품질 해양과학자료 생산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해양과학 데이터·시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빅데이터 기술기반 해양연구 역량 강화 지원
	 ￭ 글로벌 해양관측 플랫폼 기능 고도화
	  • 연구선·탐사장비 기능 고도화 및 공동활용
	  • 천리안 해양위성 시리즈 개발 및 운영기술 고도화
	  • 해양원격탐사 멀티플랫폼 활용 기술 고도화 
	 ￭ 기술 현황 및 중장기 로드맵
	 
	 ￭ 추진 전략
	  • (연구선·탐사장비 기능고도화)
	   연구선의 운항장비 및 관측장비의 수리, 교체,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을 실시하여 정확한 해양조사 데이터 제공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산·학·연 기관간 공동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선 공동활용 운영체계’ 마련
	   산-연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급 스마트연구선 설계 및 스마트 연구선단 운용체계 구축 
	 ￭ ‘우주개발중장기계획(’13.11)‘,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11)’에 천리안 위성 시리즈 개발이 계획 됨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에 제시된 4대 전략 중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의 ‘12.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장동력 육성(공간정보, 항공우주)’ 및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의 ‘17.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18.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과제에 부합함
	 ￭ 위성을 통한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광역 모니터링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수산부 해양과응능력 향상’과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강화 및 해양자원경제영토 확보’,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해양이용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14~’20)의 3대 추진 전략 중의 하나인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와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를 실현함에 있어 중요한 위성관측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함
	 ￭ 본 기획연구의 목표는 국가 해양과학의 새로운 기회탐색을 위한 심해 근접 탐색용 잠수정 도입의 방법에 대한 도출임.
	 ￭ 본 기획연구의 범위는, 연구장비로서의 심해근접 잠수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심해근접 잠수정이 갖추어야 할 주요기능 분석, 현재적 수요에 대응 가능한 상용 잠수정의 제원분석,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운영인력의 직무분석, 잠수정 운영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기획의 범위로 하고 있음.
	 ￭ 심해 근접 탐색용 잠수정 도입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임무센서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중소형 연구선 혹은 항공기 도입의 예산과 규모면에서 유사하며, 연구선 혹은 항공기 운영을 위한 운영전문인력(파일럿, 정비사, 임무센서 운영)의 확보도 고려되어야 함.
	 ￭ 본 기획연구는 기관의 연구장비 로드맵 구축의 주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진들이 연구장비 선정시 검토해야 할 주요한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여, 장비 선정에 필요한 주요 제원을 설정시 준거자료로 활용될 것임.
	 ￭ 본 기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 사례 분석(Chap 2), 해외 유수 기관의 연구장비 도입 설문을 참고하여 3회에 걸쳐, 연구원 내부 및 전문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주요 수요를 분석하였고(Chap 3.), 해외 선진지 견학, 상용 연구장비 제조사와의 시담을 실시하였음(Chap. 4).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운영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음(Chap 5.)
	 ￭ 본 기획연구는 특정 연구장비의 선정을 위한 기획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음.
	 ￭ 본 기획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심해 근접 탁생용 잠수정체계의 도입으로 확장될 심해 해양연구의 대표적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해양 퇴적물 희토류 및 희소 광물자원탐사
	  • 해양 극한생물 생태 및 생명현상 연구
	  • 심해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
	  • 대륙붕 석유 및 가스 자원 탐사
	  • 국가 재난 대비
	 
	 ￭ 잠수정 체계 활용연구에서 요구되는 잠수정의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대상 해저면에 대한 영상자료 취득 
	  • 지형 및 광체 추적을 위한 지구물리탐사 시스템
	  • 해수 측정 및 해수시료 취득
	  • 암석 시료 취득
	  • 퇴적물 시료 취득
	  • 생물시료 취득
	  • 해수 여과 장치
	  • 3차원 위치추적 및 광학 측정 시스템
	  • 영상 자동분석 시스템
	 ￭ 심해 해저근접 정밀 수중탐색용 잠수정  체계에  도입에 대한 로드맵 
	  • 대형연구장비(심해용 AUV(100억), ROV(50억) 각 1대 및 진회수 등 부대시설과 모선 개조 비용, 초기 도입비용 150억원+α)
	  • 신규 전문운영인력 8인(파일럿,유지보수,자료처리)
	  • 유지보수지원시설(육상 유지보수시설)
	  • 운영훈련(제조사 훈련: 준비태세 및 Tool 운영기법)
	 
	 ￭ 대형연구장비 도입 심의 대응
	  • 연구선 기능고도화 프로그램으로 대응 예정
	  • 1억원이상 연구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심의
	  • 5억원이상 연구장비 심의시, 연구장비 도입기획연구 첨부
	  • 연구장비 도입기획연구 안에는 기관의 연구장비중장기 로드맵 제출 필요
	  • 필요시, 잠수정 운영모선 계획과 병행할 수도 있음.(온누리호 대체선 기획)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체계 도입 로드맵
	 ￭ 기존 연구선을 이용하여 자료 취득이 어렵거나 샘플 채집이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인 잠수정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무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중 무인 잠수정은 수중에서 해저 자원 탐사, 재난 예측, 해저 환경 자료 수집 등의 민간 분야와 정찰, 감시, 기뢰탐색 등의 국방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수중용 무인체계로, 원격 제어 잠수정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과 자율 운항 잠수정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이 대표적인 무인체계 시스템임.
	 ￭ ROV 는 선박(모선) 위의 조종사들에 의해 제어되는 수중 탐사체로, 전력과 통신을 공급하는 ‘엄빌리컬(Umbilical) 케이블’을 통하여 선박과 연결됨. 일반적으로 대형 ROV는 모선과 함께 운영되며 해저 광물 채취 및 해저 생태 연구, 해양 구조물 보수 작업 등에 주로 활용됨. 대부분의 ROV에는 이미지와 영상 확보를 위한 스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광원이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모선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초기 개발 목적은 수중 파이프 등 수중 건설 공사를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후 연구 목적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
	 ￭ 크기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그 중 대형 ROV는 진·회수를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할 만큼 규모가 큼. ROV 는 테더의 한계 (반경 1km)내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고 기후나 수심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술적인 운용으로 인한 전력 소모가 없는 한, 운영 시간에는 한계가 없는 장점이 있음.
	 ￭ AUV는 사람의 간섭 없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임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중 무인 로봇으로 모선과 연결되는 케이블이 없이 자체 전원을 탑재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다양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고해상도의 매핑, 해수측정, 해수의 표본 취득과 같은 작업을 주고 수행하며, 추가 센서에 따라 작업의 내용이 달라짐.
	 ￭ AUV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크기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경우에 따라 전용 지원 선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길이 2~10m, 지름 0.2~1.3m 의 어뢰 형태 AUV가 많음. AUV는 ROV와 달리 선박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ROV 보다 더 빠르고, 이동성도 좋아 조사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는 반면 선박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력 사용에 한계가 있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강한 조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며 전파 방해, 충돌 위험 및 장애물로 인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음.
	 ￭ AUV의 운영 시간은 그 목적과 페이로드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에 따른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열 충전식 등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함. AUV가 임무를 마치게 되면 마지막에는 보통 해수면으로 상승하여 회수를 위한 대기를 하게 되며, 임무를 완전히 끝내고 복귀하면,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은 원시 자료를 다운 받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됨.
	 ￭ 수면의 해면파 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잠수정의 안정성은 이미지의 흔들림을 줄이거나 음파의 전달거리를 최소화하는 등의 이점으로 인하여 해상도와 영상화된 물표의 위치정확도가 수상함에서의 탐사자료보다 월등히 높음. 
	 ￭ 기존에 무인잠수정의 자료는 GPS나 무선데이터통신의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Williams et al. 2010) 탐사자료의 위치정확도가 수상선 자료에 비해 낮았으나, 최신의 음향수중측위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향상되어가고 있음. 
	 ￭ 특히 INS(관성 항법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AUV의 위치확인 시스템의 정확성이 발전됨에 따라서, AUV를 기반으로 하는 해저 음파 탐사와 광학적 측량 자료는 현대 해양학에 중요한 기여하게 되었음. 
	 ￭ 고도화한 잠수정 자율운항 기술은 수집한 자료의 지리적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조사 중에 사용자가 지정한 고도와 위치를 유지하며, 동일한 지점을 반복조사 하는데 활용됨.
	 ￭ 앞서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인 잠수정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 및 운용되고 있음. 무인 잠수정의 개발은 고고학 연구 목적으로 1953년 ROV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군사용으로의 수중로봇은 미 해군이 1958년 ROV 형태의 CURV를 개발하여 1963년 수중 침몰한 Thresher 잠수함을 탐사하는데 사용되었음. 1966년에는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스페인 Palomares 해저 869m에서 분실한 수소폭탄을 회수하기 위하여 CURV-I가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음. 
	 ￭ 1980년대 초 북해를 비롯한 해저에서의 유전 발견이후, ROV는 산업용으로 널리 운용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서는 ROV형태의 SLQ-48 MDV(Mine disposal Vehicle)을 개발하여 기뢰 탐색 및 제거에 활용되었음. 그 이후 1990년대에 운용된 무인 잠수정은 분야에 상관없이 대부분 ROV의 형태를 띠었으며 AUV형태는 고가이거나 연구개발 수준으로 그 당시에는 거의 실용화되지 못하였음.
	 ￭ AUV의 개발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어뢰형 AUV가 제조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 기술이 확산되어 AUV의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어 실제 해양환경에서 시험을 마쳤으며, 2000년 이후 개발 및 상용화 되었음. 현재까지 수중 잠수정 산업은 모션, 동시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경로 계획, 센서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중 임.
	 ￭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 이외에 혁신적인 신소재, 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힘입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의 해양 선진국들은 해저 및 심해에서 특수 목적의 탐사 또는 작업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수중로봇을 연구 개발하여 군사용과 해양과학 연구 및 산업용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해저케이블의 매설과 검사, 해저광산의 탐광, 해저 구조물의 설치 지원 및 검사 등의 매우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음. 특히, 멀티빔 음향측심기, 사이드스캔소나 등을 탑재한 수중로봇은 기존의 선박에 기반을 둔 과학 활동의 가장 전통적인 임무인 해양조사 활동에의 운용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수중로봇 연구개발 및 운용 중인 국가는 약 20여개 국가로 600여 종류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주요 해양선진국 중심의 기술개발 및 운용 현황은 표 2.3제시하였음.
	 ￭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은 해양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늦게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선박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초 및 핵심기술이 축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무인 잠수정 체계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1970년 대 후반부터 진행된 어뢰체계개발, 잠수함체계개발, 예인선배열소나체계(TASS) 및 선체고정소나(HMS) 등의 수중무기체계 관련 센서 체계개발이 수중로봇 관련 기반기술 확보에 출발점이 되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1987년에 수심 250m급 탐사용 유인잠수정 해양250의 개발 성공하였으며, 1992년에는 수심 300m급 수중로봇 무인탐사기 CROV300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음.
	 ￭ 본격적인 무인잠수정 체계 개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와 러시아의 IMPT와 공동으로 1996년 국내 최초 UUV인 OKPO-6000을 개발하여 해양탐사에 운용한 바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97년 SSBL과 자세센서를 융합하고 유속계 신호를 이용하여 항법 필터를 구현한 Hybrid 항법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200m급 AUV Test Bed인 VORAM호를 개발하여 수조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2000년대 진입하여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대양전기공업과 공동으로 국내 처음으로 군사용 MDV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 SAUV를 개발하였고, 2007년에는 국내 최초의 6000m급 심해탐사용 ROV인 해미래를 개발하였음. 해미래는 길이 3.3m, 폭 1.8m, 높이 2.2m의 사각형 형태로 중량은 3,660kg 정도이고 8대의 수중카메라와 2개의 로봇팔이 달려있음. 2009년에는 직경 0.2m, 길이 1.58m, 중량 38kg으로 수중 200m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항하면서 탐사할 수 있는 이심이를 개발하였으며, 해양 자원탐사와 함께 우리나라 연근해를 비롯한 수중 오염조사와 정밀지형도 제작, 해저 침몰 물체 탐색, 연안ㆍ항만감시 등에 활용을 목표로 개발되었음.
	 ￭ 주요 성과로는 6,000m 급 ROV 해미래가 2006년 개발되었으며(정부투자 개발비 약 200억원), 해미래를 운용기술 확보와 무인잠수정 개발을 위하여, 2013년~2017년(5년 77억원) “심해 유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라 구축 연구사업”이 진행되었음.
	 ￭ 6,000m 급 해미래는 연구선 온누리호와 이사부호에서 운영 가능함.
	 ￭ 해미래의 초기 설계 특성상, “해누비”라는 견인장치와 함께 운영되며, 해누비와 연결된 30~ 50m 정도의 케이블의 한계로 인하여, 관찰 지점이 정확한 식별된 협소한 지역에서 탐사할 수 있으며, 로봇팔등의 노후화로 과학자가 요구하는 샘플링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해미래의 초기 설계 특성상, “해누비”라는 견인장치와 함께 운영되며, 해누비와 연결된 30~ 50m 정도의 케이블의 한계로 인하여, 관찰 지점이 정확한 식별된 협소한 지역에서 탐사할 수 있으며, 로봇팔등의 노후화로 과학자가 요구하는 샘플링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해미래 개발을 통해, 국내 수중 로봇 관련기업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투자한 해미래 운영기업(K-Offshore)이 운영되고 있음.
	 ￭ 심해용 로봇 개발 관련하여, 연구소 기술이 민간기업(대양전기, 수테크 등)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중 로봇이 개발되고 있음.
	 ￭ ROV 플랫폼 개발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과학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각종 센서 및 시료채취 기능은 아직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해미래 운용의 횟수가 연 1회 정도로 극히 작아, 해미래 유지보수 및 운영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극히 낮은 것은 실제 운영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ROV 뿐 아니라, AUV가 도입될 경우에도 활용빈도를 높이고, 관련 전문기술인력이 집중하여 운영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활용기회의 확보에 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ROV의 필요성은 국내 여타 기관에서 천해용 ROV를 도입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됨(표 2.2).
	 ￭ 국내 기관에서 도입된 ROV의 대부분은 300m 이하의 관찰용 ROV이며, 케이블 포설용 특수 건설로봇와 해군의 해난구조용 ROV가 1000m를 넘는 대형급에 속함.
	 ￭ 2010년, 세계적인 ROV 판매량은 전체 약 8억 5000만 달러에 이름. 이중 약 50%는 석유 및 가스 등 해저 자원 탐사용이었으며, 국방·안보 및 과학연구를 위한 ROV의 매출은 각각 25%를 이루었음. ROV 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바로 해저 자원 탐사를 위한 시추, 국방 안보, 학술 연구 분야임.
	 ￭ ROV 시장은 특히 1) 비용이 절감되고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소형 ROV, 2) 잠수정에 배치할 수 있는 센서와 로봇의 증가, 3) 연구장비에 비하여 상대적인 저렴한 비용 등이 주요 동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ROV 기술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플랫폼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ROV는 여전히 정교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만 널리 도입된 만큼 동일원가에서 지속적인 비용 감축, 또는 성능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인터페이스의 단순화’임. 대부분의 사용 중인 ROV에는 여러 대의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은 잠수정의 상태를 관측하고 탑재된 카메라와 영상의 확인하며 로봇 팔을 조종하기도 하고 자료수집 장치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한 목적임. 요즘은 한 화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키는 추세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함. 
	 ￭ ROV와 장비 제조업계는 시스템의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현재는 플랫폼과 탑재 연구 장비를 통합하기 위하여 애프터마켓(after-market, 제품이 판매된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2차 시장)을 거치지만 앞으로는 기능적 통합은 ROV와 탑재 시스템의 설계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두 번째는 ‘효율적인 자료 전송’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화질 카메라와 비디오로 인해 ROV에서 생성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이 상향되었고 이는 원격지까지의 자료 전송의 효율성에 대한 기술 수요가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결과적으로 대부분 테더에 사용되는 비디오전송 시스템은 HD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보다 큰 전송 대역을 수용할 수 있는 광섬유 케이블로 대체되어야만 함. 그럴 경우 ROV가 밀리미터 두께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해상과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테더의 지름이 작아 저항도 줄어들게 됨.
	 ￭ 세 번째는 ‘ROV의 소형화’임. ROV의 평균 크기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줄어들고 있으며, 대형 ROV 보다 기동성도 좋고 운반이 더 쉬운 장점이 있음. 한 명 또는 두 명의 선원에 의해 진수되는 소형 ROV는 여러 명의 운영자가 필요한 대형 진·회수 시스템(LARS)을 갖춘 잠수정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ROV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과거에는 잠항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수용하기 위해 대형 잠수정이 필요했지만, 페이로드, 카메라, 그리고 로봇 팔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필요한 잠수정의 크기도 줄어들었음. 다만 해양 건설이나 페이로드 기능이 중요한 임무에서는 예외임. 와이어 혹은 케이블의 지름을 줄여 더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경량화는 중요함.
	 ￭ 마지막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ROV(HROVs)’임. 하이브리드 ROV는 테더를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ROV로, 테더의 영향 없이 프로그래밍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 시스템은 테더로 인한 간섭이 없기 때문에 주변 장애물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이 없고, 활동 반경의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음. 현재 Work-class 의 상용 HROV도 있으며,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소형 HROV 모델을 만들고 있음.
	 ￭ CGGC (The Duke University Center on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Competitiveness)가 실시한 업계 인터뷰에 따르면, AUV에 대한 2012년도 연간 세계 지출액은 대략 2억 달러로, 대부분이 미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음(Lukas C. Brun, 2012). 
	 ￭ 최근 군사·보안 산업은 AUV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으로는 약 30%, 석유 및 가스 등 자원 탐사 분야는 AUV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이 시장은 2017년 현재 6억 7,150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8억 3,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BCC Research, 2018). 
	 ￭ 판매된 AUV의 70% 이상은 수심 200m 이하 급으로 소형화, 경량화, 천해용 AUV 의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함. 천해용 AUV 중 약 30%는 수심 30m 미만에서 운영됨. 향후 AUV의 판매량은 대부분이 소형 AUV가 차지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매출의 경우 높은 단가의 대형 AUV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됨.
	 ￭ AUV의 개발 및 상용화는 ROV보다 늦게 이루어졌음. AUV의 상업적인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1985년이며, 현재 존재하는 AUV의 75%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제작되었음. 
	 ￭ 아직 개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탑재 장비 혹은 센서와 비교하였을 때 플랫폼의 비용이 더 높음. AUV는 잠수정 자체가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AUV 플랫폼은 평균적으로 66~75%의 비용(ROV의 경우 40%)을 차지하는 반면 계측 장비는 AUV의 25~33%를 차지함. 
	 ￭ 이 비용의 비율은 AUV에 어떤 페이로드를 장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플랫폼의 총 AUV의 비용 비율은 잠수정의 점진적 기술혁신이 구현됨에 따라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AUV의 기술 동향은 크게 기능 향상, 임무 수행 시간의 장기화, 필요한 전력 감소, 그리고 소형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AUV의 첫 번째 기술 동향은 ‘기능 및 성능 고도화’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향상 시키는 것임. 일반적으로, AUV에 탑재된 계측 장비의 수가 많을수록 소비 전력이 많아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기 때문에 계측 장비의 경량화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예인형 시스템을 이용한 탐사보다 2~3배 빨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지뢰 탐지 및 제거를 위한 군사 산업용 AUV가 개발되고 있으며 Scripps 해양연구소, 워싱턴 대학, 미 해군은 최대 6개월까지 잠수정을 탐지하고 원격 탐사할 수 있는 천해용 ‘XRay Flying Wing’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음.
	 ￭ 두 번째 동향은 AUV의 운영 가능 시간을 늘리는 것임. 현재 AUV는 최대 1년까지 운영 가능하며, 그 후에는 배터리 교체 및 잠수정 재조정이 필요함. 운영 수명의 한계는 주로 외력에 의한 전력이 소모되었기 때문임. 
	 ￭ 이러한 AUV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소형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전력 소모가 적은 계측 장비와 통신 장치의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 중임. 
	 ￭ 이외에도 해수면 위의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효과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파동 및 생물 모방 기술을 활용한 글라이더를 탑재하여 사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음.
	 ￭ 세 번째 동향은 AUV의 필요 전력을 줄이는 것임. AUV에는 크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재된 계측 장비, 네비게이션, 컴퓨터 및 통신 장치 등의 전력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AUV 전방 추진력은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부터 발생함. 
	 ￭ 세 번째 동향은 AUV의 필요 전력을 줄이는 것임. AUV에는 크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재된 계측 장비, 네비게이션, 컴퓨터 및 통신 장치 등의 전력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AUV 전방 추진력은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부터 발생함. 
	 ￭ 하지만 탑재된 배터리의 수와 크기에 대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AUV의 임무 수명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배터리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함께 장착할 수 있는 페이로드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요한 결점이 됨. 
	 ￭ 글라이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수정의 부력과 날개의 변화를 이용하였으며 글라이더 날개에 생체역학적 요소를 활용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마지막 기술 동향은 탑재된 장치와 잠수정의 소형화임. 로봇과 전자 장비에 나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작고 매우 정교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노기술이 발전할수록 AUV 또한 ROV와 마찬가지로 소형화 될 것으로 예상됨.
	 
	 
	 ￭ 6천톤급 대양 연구선 이사부호에 탑재되어 있는 저설생물 및 지질시료 채집장치로 비디오 그랩(Video Grab)이 도입되어 있음.
	 ￭ 비디오 그랩의 경우, 대용량의 시료를 확보할 수 있고, 운영을 위한 고도의 훈련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필요치 않는 장점이 있음.
	 ￭ 심해 및 열수 환경과 같은 특수한 해양 환경에서 시료를 채집하기 위해 사용하고 TV grab은 연구자가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의 해상도가 매우 낮고, 영상의 범위가 좁고 제한된 시야만이 확인 가능함.
	 ￭ 또한 선상에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장비가 심해로 내려가고 자체 이동력이 없기 때문에 해류 및 너울에 의해 적소의 선택적 시료 채집이 불가능함.
	 ￭ 비디오 그랩을 이용한 시료 채집 방법은 연구자들이 원하는 적소의 시료 채집과 환경자료(온도, 해수 구성 성분, 열수플룸 등)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여 국제적으로 연구결과들을 제한적으로 인정받으며, 우수논문 및 국제 학술발표 등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심해 및 열수 분출공과 같은 해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특수 생태계를 지닌 환경으로 탐사로 인한 파괴를 최소화 하고 보호해야 함.
	 ￭ 비디오 그랩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심해 및 열수공 탐사를 하는 것은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 중에 열수공 파손과 같은 환경 훼손이 나타남. 이러한 과정은 열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음.
	 ￭ 비디오 그랩으로 심해 및 열수 분출공의 형태가 파손될 경우 추후 심화 연구가 불가능함.
	 ￭ 열수분출공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특정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분출공 전후 좌우에서 시료채취가 가능한 ROV가 반드시 요구됨.
	 ￭ 심해 및 열수 분출공 발견 및 시료(생물, 화학, 지질, 물리 등) 확보를 위한 정밀한 작업 수행 시 무인잠수정 활용이 필수적이며 절대적임.
	 ￭ 수심 3~4천 m에 위치한 열수분출공 발견을 위해서는 광활한 심해 암연에 위치한 열수공을 고해상도 영상 관측이 가능한 무인잠수정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열수공 및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 및 열수 환경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상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한 잠수정만 갖춘 다양한 기능의 장비들만이 심해 생태계의 최소의 영향으로 적소의 자료 확보가 가능함.
	 ￭ 무인잠수정(ROV)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암연의 시야 확보를 위한 빛을 갖추고 있어 심해환경을 육안으로 넓게 관찰 할 수 있으며, 자체 이동력을 갖추고 있어 선상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한 적소의 선택적 자료 확보 가능 및 자료의 정밀성을 높임.
	 ￭ 고해상도 영상: HD 비디오카메라 및 스틸카메라
	 ￭ 환경특성 측정: CTD, 고온센서, pH, CO2/CH4센서, 수중청음 등 
	 ￭ 시료 확보 장비: 로봇팔(암석), 푸시코어(퇴적물), Scoop(퇴적물/저서생물), Hand net(저서 및 부유생물), Niskin병(플룸/해수), Sed./Bait trap 설치/회수
	 ￭ 무인 잠수정(ROV)을 활용한 심해 및 열수공 탐사는 특수한 심해 및 열수 생태계를 보호하며 최소의 피해 및 연구자들의 연구목적에 맞는 적소의 정밀한 시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양 환경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음.
	 ￭ ROV와 AUV를 주제로 한 SCI(E)급 논문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발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AUV의 논문 발간 수가 더 많았다. 2019년도에 발간된 논문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 논문 수가 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 SCI(E)급 ROV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간한 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두 가지 항목 모두 ‘Web of Science DB’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하였고, 연구비 지원 기관의 경우 각 기관에 따른 총 금액이 아닌 지원 건수로 분석하였다. 연구기관 및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상위 10개의 기관들을 선정하여 상대적인 비율로 퍼센트를 산정하였다. 
	 ￭ ROV를 주제로 하는 SCI(E)급 논문을 가장 많이 발간한 기관은 미국의 MBARI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institute)로 전체의 11.7%, 상위 10개 기관 중 18.7%를 차지하였다. MBARI는 David and Lucile Packard 재단이 운영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연구비 지원 규모(횟수)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논문 발간 수가 많은 기관은 미국의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세 번째 역시 미국의 WHOI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 로 나타났으며, 이 두 기관은 연구비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미국의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으로부터 재원을 일부 조달 받는다. 그 뒤를 이은 연구기관은 영국의 NE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와 NERC NOC (National Oceanography Centre)로 이 두 연구기관은 연구비 지원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NERC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 논문 발간 수가 많은 연구기관은 이외에도 Univ. of California, Helmholtz Association (German), Alfred Wegner Institute, Ifremer, JAMSTEC 등이 있으며,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는 EU와 중국, 캐나다, 독일, 일본 각 나라의 공공 연구협회 등이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 성과 산출에도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논문 발간 수가 많은 연구기관은 이외에도 Univ. of California, Helmholtz Association (German), Alfred Wegner Institute, Ifremer, JAMSTEC 등이 있으며,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는 EU와 중국, 캐나다, 독일, 일본 각 나라의 공공 연구협회 등이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 성과 산출에도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SCI(E)급 ROV 관련 논문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가장 많이 발간한 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 기관을 해 구체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 SCI(E) 급 AUV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간한 기관 역시 MBARI로 나타났다. 그 뒤는 미국의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의 WHOI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 미 국방부, 미 해군, 하얼빈 공대 등의 순으로 논문 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은 중국의 국가 자연과학기금과 미 해군연구소, NSF가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하게 많으며, 그 뒤로는 MBARI의 운영 재단인 THE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와 영국의 NERC 가 잇고 있다. ROV 분야 관련 논문의 분석 결과에 비하여 공학 분야와 방위분야에서 지원과 성과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ROV 관련 성과 혹은 지원기관의 순위에는 없었던 것과 달리 AUV 분야에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키워드 맵이란 한 분야에 등장한 핵심단어들의 빈도와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2차원 평면으로 도시한 지도로써, 여기서는 ROV와 AUV 관련 논문 저자들이 발간한 논문에 출현하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키워드맵을 작성하였다. 이 방법은 자주 등장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단어와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도 알 수 있어 맥락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텍스트 분석 방법이다.
	 ￭ 작성된 키워드맵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학술정보관에서 수행중인 연구동향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았으며, “ROV”, “AUV” 등과 같이 해저 근접 잠수정의 직접적인 명칭을 뜻하는 단어는 제외하였다.
	 ￭ ROV의 경우 총 191개의 키워드로, AUV의 경우 총 141건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맵을 작성하였다. ROV의 경우 “Deep sea” 키워드가 가장 많이 출현되었고, “Mediterranean Sea”, “cold-water coral”, “hydrothermal vent”, “seamount”, “biodiversity”, “cold seep”, “submarine canyon”, “megafauna” 등의 키워드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Habitat”, “gas hydrate”, “new species”, “Benthos”, “Habitat mapping” 등의 키워드의 출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ROV 연관 관련 키워드 중 가장 빈번하게 노출된 키워드의 분야는 “hydrothermal vent”, “cold seep”, “gas hydrate” 등의 환경 및 자원에 관한 키워드와 “biodiversity”, “megafauna”, “new species”, “Benthos”, “Marine Protected Area”, “Abundance” 등 생태계 및 생물상에 관한 키워드였다. “seamount”, “submarine canyon” 등 지형에 관한 키워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 AUV 관련 논문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Phytoplankton”이며, “side-scan sonar”, “backscatter”, “multibeam sonar”, “remote sensing”, “high-resolution bathymetry” 등 지형정보 조사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출현하였다. 또한 “front”, “thin layer”, “turbulence”, “upwelling” 등 해류 순환에 대한 키워드와 “megafauna”, “zooplankton” 등 생물상에 대한 키워드도 다수 출현하였으며, AUV 중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glider” 와 그와 연관된 “path planning” 등의 키워드도 꽤 높은 빈도수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AUV 관련 키워드는 ROV 관련 출현한 키워드와는 다른 결과로, ROV 와 AUV 가 쓰이는 목적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 해외 선진국에서 잠수정을 운용하는 사례들을 통하여 운용 및 그에 필요한 제원, 운용되고 있는 장비, 인력, 산출 자료 등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 대상 플랫폼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잠수정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개발 사례와 운영 방식, 활용 분야를 조사하였다.
	 • 심해 잠수정 운영을 위한 WHOI 산하의 전문운영그룹
	 
	  구체적인 사안은 UNOLS cruise planning guideline을 참조.(https://www.unols.org/ship-schedules/cruise-planning-information)
	  연락담당자 : 책임연구자 (chief scientist), 탐사책임자 (Expedition Leader)
	 ￭ 일반사양
	 ￭ 성능
	 ￭ 시스템 및 센서
	 ￭ 일반사양
	 ￭ 특징 및 기능
	 ￭ 시스템 및 센서
	 ￭ 일반사양
	 ￭ 시스템과 센서
	 ∙ 기본적으로 수석연구자들은 항차기간 내에 모든 생산된 자료를 포함하는 1 copy의 자료를 받게 되며, 자료의 형식이나 추가 자료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음. (https://ndsf.whoi.edu/sentry/using-sentry/data-products/)
	 
	 ￭ 일반사항
	 
	 ￭ 장비사양
	 ￭ 일반사항
	 ￭ 장비사양
	 ￭ 운영 시 필수요구사항
	 ￭ 일반사항
	 ￭ 장비사양
	 ￭ 운영 시 필수요구사항
	 캐나다, 1995년에 설립된 ROP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국가단체
	 선박은 보유하지 않고, 잠수정 플랫폼만 보유하여 연구 수행
	 ▸ Dorado 급 AUV는 어뢰모양으로 직경 53.3cm이며, 길이는 최소 2.4m~6.4m, 단일 프로펠러로 움직임.
	 ▸ IAUV (Imaging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 Seafloor mapping AUV
	 ▸ Upper-water-column AUV
	 ∙ MBARI 역시 NDSF와 마찬가지로 장비활용요구자가 아래의 항목을 기술한 항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영 담당자와 협의를 거치게 됨.
	 ∙ 항해 시작 전 아래 사향을 준비하고 확인할 것
	 ∙ 일본, 1971년 10월에 일본 해양 과학 기술 센터로 설립되어 2004년 4월 독립 행정 기관으로 출자한 뒤 2015년 국립 연구 기관으로 승격하였음.
	 ∙ 모선으로 하는 연구선과 잠수정을 함께 운영함.
	 ∙ 6,500m 까지 잠항할 수 있는 유인잠수정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잠수정 중에는 가장 깊이 잠항할 수 있음. 
	 ∙ 1991년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500회의 잠항을 수행하였음.
	 ∙ 1988년 심해 탐사를 위해 개발된 AUV로 모선 YOKOSUKA와 함께 운용됨.
	 ∙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프로그램 된 경로를 이동함
	 ∙ 조사선보다 해저면에 가까이 접근이 가능하여 고해상도의 해저지형 자료와 천부지층 자료를 취득할 수 있음.
	 ∙ 한번 잠항할 때마다 해저면으로부터 100m 의 고도에서 5㎢ 면적의 수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 폭 1.3m, 길이 10m 의 큰 몸체는 크기가 큰 관측기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페이로드 공간은 성인 4명이 들어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장착할 수 있는 장비가 매우 다양함.
	 ∙ Niskin 채수기 (24 bottles)와 고정밀 중력계, 합성개구 소나가 장착되어 있으며, 자력계 케이블 토잉이 가능하고, 장비로부터 음향신호 송·수신이 가능함.
	 ∙ 1999년 캐나다에서 개발한 HYPER-DOLPHIN은 최대 4,500m 수심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초고감고 HD TV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이 장비는 심해에서의 화면을 얻을 수 있음.
	 ∙ 해저로부터의 샘플은 두 개의 로봇팔로 취득할 수 있음.
	 ∙ 수심 7,000m 까지 잠수 가능하며, 모선과 함께 운용됨.
	 ∙ 런쳐와 장비 본체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운용중인 버전은 KAIKO Mk-Ⅳ 버전임.
	   DARWIN (Data and Sample Research System for Whole Cruise Information in JAMSTEC) 시스템을 운영하여 모든 항차의 기록과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http://www.godac.jamstec.go.jp/darwin/e)
	 ∙ 기관장과 이사진 아래 크게 4개의 연구부서와 설비/시설 및 자료를 다루는 5개의 센터 중 Technology and Logistics Center가 ROV, AUV 등의 잠수정 플랫폼을 관리하고 운영함.
	 ∙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들 대부분이 상업화되어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잠수정임.
	 ∙ 영국의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NO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 Nederlands Instituut voor Onderzoek der Zee (NIOZ) 등의 기관과 함께 조사선 및 플랫폼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MFP (Marine Facilities Planning)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 (https://nerc.marinefacilitiesplanning.com/)
	 ∙ QUEST 7, electric "workclass" ROV (미국, Schilling Robotics)
	 ∙ 수심 6,000m까지 잠항할 수 있음. 
	 ∙ DP 등의 필요조건이 맞는 선박에서 운용될 수 있음.
	 
	 ∙ 2010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하였음.
	 ∙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가벼운 3,000m 급
	 ∙ 해양연구용 AUV로, 수심 2,000~6,000m에서 운용됨.
	 ∙ 미국의 Hydroid, LLC에서 2008년 제작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German Research Foundation (DFG)의 펀드로 구매되었음.
	 ∙ 영국의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NOC) 에서 운영.
	 ∙ 유럽에서 가장 큰 해양과학장비시스템(pool).
	 ∙ 연구 목적에 맞는 장비를 운영하며 사전준비부터 유지, 보수, 검보정 등 그에 맞는 기술 지원을 수행함.
	 ∙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엔지니어들은 NOC 소속이며 장비는 NMEP 소속임.
	 ∙ autosubs(AUV), gliders, ASV, ROV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은 MFP (Marine Facilities Planning) 라는 커뮤니티를 통하여 가능함.
	 ∙ 1997년 첫 임무 수행을 시작으로 활용범위를 넓히는 등의 개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 현재는 6,000m 급의 Autosub6000 1대와 Autosub Long Range AUV 3대 운영 중.
	 ∙ 영국에서 가장 깊이 잠수할 수 있는 연구용 ROV
	 ∙ 6,500m 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시료 채취, 고해상도 비디오 촬영, 퇴적물 코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해저 근접 탐사용 잠수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최적의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 워크샵 혹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미 해양대기국 (NOAA)와 비영리 사립기관인 Schmidt 해양연구소(SOI)로 NOAA 의 경우 해저 서식지와 관련 유기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탐색 조사 (Visual Survey)에 적합 장비의 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기술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여기서는 본 사업의 대상 장비 중 ROV와 AUV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 볼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연구 목적에 따른 장비의 선정 과정 뿐 만 아니라 각 플랫폼에 필요한 연구 장비와 운영 장비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SOI의 경우 연구목적의 4,500m급 ROV를 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수요에 대한 내용을 2회의 설문조사와 워크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본 장에서는 기술수요분석 사례를 통하여 장비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과 장비 선정 이후 필요한 기술을 확인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적용시키는지 일련의 과정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응답자 정보
	   총 11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50% 이상이 어업 연구, 20% 는 해양생물학자 혹은 생물해양학자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다양한 해양학 분야의 연구자와 기술자, 장비 운영자, 공공 정책 담당자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 분야의 장비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 사용 장비와 그 목적
	 
	 
	   가장 주로 사용하는 장비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ROV를 선택하였으며, 질문의 응답자 중 70% 이상이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1년에 20일 이하로 장비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ROV의 경우 1년에 20일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장비의 주된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HOV와 ROV의 경우 종과 서식지 등의 생태계 조사를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대답하였다. 몇몇 응답자들은 해저 서식지 맵핑의 지상검증을 위해서 ROV를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AUV의 경우 서식지 맵핑에 사용되고 있다.
	 
	 • 장비의 보유 및 소요 비용
	   ROV, AUV의 경우의 응답자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ROV는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장비를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 장비의 초기 구매 비용을 질문하였을 때, ROV 의 경우 $5,000-50,000부터 $1,000,000 이상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AUV 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1년 달러 기준)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간 유지비(보험료 포함)를 묻는 질문에는 ROV 혹은 AUV의 경우 $500부터 $50,000 이상의 범위까지 넓은 범위로 조사되었다.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회수를 포함한 운영비용(선박 사용료 제외)을 묻는 질문에는 ROV의 경우 $500~6,000/일 이 가장 많았으며, AUV 의 경우 평균 $500/일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나, $6,000~10,000/일 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장기임대 혹은 대여로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일간 운영비(선박 사용료 제외)가 HOV 의 경우 대부분 $6,000~10,000 라고 대답하였으며, ROV의 경우 $10,000~15,000라고 응답하였다. 소유한 경우에 비하여 일간 운영비가 최소 3배에서 30배로 많게 조사되었다.
	   장기임대 혹은 대여로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일간 운영비(선박 사용료 제외)가 HOV 의 경우 대부분 $6,000~10,000 라고 대답하였으며, ROV의 경우 $10,000~15,000라고 응답하였다. 소유한 경우에 비하여 일간 운영비가 최소 3배에서 30배로 많게 조사되었다.
	 
	   장비의 사용해역이 천해의 경우, ROV는 소유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장기임대 혹은 대여로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심 50m 이상의 해역에서는 소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1,000m 이상의 심해에서는 장기임대 혹은 대여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장비의 사양
	   각 유형별 장비 사양에 대한 문항에는 필요 인력, 항해 전·후 계획, 모선, 조사 장비, 자료와 샘플 수집, 항행, 이미지, 조명, 장비의 효과와 가능한 오차들을 포함한다. (부록 1 참고)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장비의 유형과 상관없이 낮에 조사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는 시간에 상관없이 낮과 밤에 모두 운영한다고 대답하였다. 
	 
	   자료 취득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의 경우, 잠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 모두 5~8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측선의 경우 대부분의 장비는 직선 측선으로 운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AUV는 해저 지형 등 조사 대상의 굴곡을 따라 움직인다고 응답하였다.
	 
	 • 장비 선택의 이유
	   유형별 장비 선택의 이유는 각 장비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비 유형별 만족도 또한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모든 장비가 같은 목적으로 똑같이 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라고 응답하였다.
	 
	 • 향후 개선점 
	   71명의 응답자가 응답하였으며, AUV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모든 사용자들이 카메라의 품질과 조명에 대한 기능 고도화를 제안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은 장비의 사양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응답자의 수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약 70% 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향후 잠수정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연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장비는 AUV, ROV이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이런 해저 접근 탐색 장비 이용한 연구가 현재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가 넘게 나타났다.
	   그 중 서식지 등 생태계와의 연계성, 어업량 산출 등의 생물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위 목록 이외에도 장기간 모니터링, 고해양학, 일시적 관측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69명의 응답자중 약 40%의 응답자가 비용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운용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나, 조사 대상 유기체, 트레이드 오프, 장비와 모선의 능력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플랫폼은 연구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재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사용가능한 수심과 서식지의 유형, 결과 자료의 요구되는 해상도, 불확실도 등이 중요하다.
	   각 장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특성들에 대한 평가를 표로 정리하였다.
	 
	 ▪ Diversity of observations : 관찰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를 의미하며 자료를 취득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됨
	 ▪ Operational Flexibility : 장비의 사용 가능성, 운영과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의 수, 필요한 모선의 접근성과 유형 등으로 결정되는 작업의 유연성
	 ▪ Operational Complexity : 샘플링과 조정 능력, 기동성 등으로 결정되는 작업의 복잡성
	 ▪ Spatial area covered : 조사 공간
	 ▪ Taxonomic resolution : 생물종과 그룹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해상도
	 ▪ Depth of operation : 운용 수심을 나타내며 ‘high’는 넓은 범위를, ‘low’는 천해만 운용 가능함을 의미함.
	 ▪ Topographic relief : 복잡하고 굴곡이 많은 서식지에서 작업할 수 있는 능력
	 ▪ Level of risk : 비용과 분실 가능성으로 평가되는 위험도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 장비와 운영의 비용과 복잡성 그리고 모선의 크기는 조사 수심에 따라 증가함.
	 ▪ 크기, 복잡성, 비용이 증가할수록 운송이 어려워지고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 제한됨.
	 ▪ 장비와 모선의 운용가능성이 가장 주된 고려사항임.
	 ▪ 설계된 조사 계획에 따라 최적의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용 가능한 장비에 맞추어 조사를 설계하는 경향이 있음.
	 ▪ HOV와 잠수사는 ROV, AUV, TCS를 사용할 때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하기 용이함.
	 ▪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료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거나 테더의 간섭 없이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해역의 수심이 30m 이상일 때는 HOV 가, 수심 30m 이하일 경우에는 잠수사가 가장 좋은 방법임.
	 ▪ HOV 는 수심 20m 이하의 천해에서는 강한 조류와 안개 혹은 머드층에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해수면이 높을 경우 진·회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동이 어려움.
	 ▪ ROV와 TCS 는 모선과 테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 작업시간 제한이 없으나 테더 관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UV와 TCS 는 지상검증 자료로 쓰거나 좁은 케이블 루트를 조사할 때 유용함.
	 ▪ 유영 AUV 는 멀티빔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 굴곡이 많은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호버링 AUV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지만 고해상도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AUV 는 해저유기체/서식지의 샘플 취득에는 제한이 있으며, 강한 해류, 굴곡 많은 지형, 배터리의 지속 시간 등의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운영 조건을 변경하기는 어려움.
	 ▪ 유기체의 특징적인 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조사 장비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됨.
	 ∙ Schmidt Ocean Institute (SOI) 는 2009년 3월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해양 연구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설 기관으로 SOI의 연구선 Falkor를 모선으로 하는 수중 로봇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중 플랫폼들은 전 수심의 과학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중 플랫폼들에는 과학 센서 및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어 넓은 범위의 자료와 샘플을 취득할 수 있다. 
	 ∙ 이 문서(4,500m ROV Science Mission Requirements, 2015)는 SOI 에 의하여 수행된 독립적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SOI에서 개발 중인 4,500m급 연구용 ROV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다양한 심해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새로운 4,500m급 ROV에 대한 향후 기대 성능, 과학 요구사항, 연구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해상도의 비디오 자료 취득, 자료 수집, 샘플 채취, 매니퓰레이션, 진회수 장비, 해저면 조사 및 모자익 자료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과학적인 표준 절차에 따라 자료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설문조사는 국제적인 해양 연구 커뮤니티의 28명으로부터 완성되었으며 27명은 SOI의 ROV 연구위원회로써 이름을 밝히는데 동의하였다.
	 
	 ∙ 각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평균점수이다. 응답자들은 각 질문에 높음(5), 조금높음(4), 보통(3), 조금낮음(2), 낮음(1)의 점수를 매겼다. 아래 표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주제에 포함된 항목별 내용을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 4,500m 급 장비의 경우 수층 연구 능력은 보통 이상, 해저 연구 능력은 약간 높음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장비 운영의 원격화 또한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들은 ROV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 중 하나인 페이로드 기능의 장점에 대해 균형 있는 의견을 제공했다. ROV는 대부분의 경우 관측 목적보다는 샘플링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샘플링 장비와 기기들의 경량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센서와 도구들은 아직 충분히 경량화가 되지 않아 큰 페이로드는 장착하기 어렵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큰 페이로드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부력을 보완하거나 대형 추진기가 필요하며 이는 두꺼운 케이블과 무거운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95kg부터 300kg 범위의 무게를 추천하였으며, 가장 많은 의견은 150kg 이상이었다. 생물 연구 시에는 페이로드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은 반면 암석 샘플링 등이 필요한 지질학적 연구에는 페이로드의 능력은 중요한 요소이다. 캐나다 ROPOS의 경우 ROV 윈치를 사용하여 500파운드(약 227kg) 이상 들어 올릴 수 있다.
	  경량 유리 강화 플라스틱은 페이로드의 능력을 최대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
	  모듈식 부유 시스템은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무겁고 큰 페이로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
	 
	   많은 응답자들은 모선에서 조종할 수 있는 포스 피드백(force-feedback, 임무 수행 중 충격이나 진동을 실제로 체감하게 하는 것)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유리 해면체와 같이 깨지기 쉬운 샘플링 작업에서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기타의견
	 ￭ CTD
	 ￭ 탁도 센서
	 ￭ pCO2 센서
	 ￭ pO2 센서
	 ￭ 고온수 탐지 센서
	 ￭ 산화-환원 전위 센서
	 ￭ 기타센서 
	 ￭ 3D HD 비디오 
	 ￭ 4K 비디오
	 ￭ Pan / Tilt / Zoom 기능
	 ￭ 해저 3D/2D 사진 모자익
	 ￭ 기타 세부 사항
	   인터페이스의 경우 응답이 없는 경우가 다른 질문에 비해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RS-232, 이더넷의 경우 필요성을 높게 응답한 대답이 많았으며, 전원의 경우 5 VDC, 12 VDC, 24 VDC, 115 VAC 의 다양한 포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Gyros, IMU/INS, USBL, DVL, GPS등 위치 정보 센서는 정확한 항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응답자들 중 절반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절반은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들은 제시한 CTD 모델이 일반적으로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였다. 제시된 압력 센서 모델은 이미 많은 ROV 나 AUV 에 사용된 최신의 센서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산소 센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립 의견이 많았다. 제시된 모델은 광학센서 이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안정성에 있어서 전자 센서 보다 우수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느린 반응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용존산소량이 급하게 변화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부가 센서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는 보기에 주어진 8가지 장비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 혹은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 중 생체 분자 분석기와 산화-환원 센서의 경우 동의하는 의견과 중립의 의견이 같았으며, 형광계의 경우 다양한 의견으로 조사되었다. 
	 
	 ▶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핵심 이미지 센서의 경우 특정 8가지 모델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이었으며 다소 중립의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 부가 이미지 센서에 대한 응답에서는 장비가 특정되지 않은 3DHD 비디오의 경우 동의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필요한 경우에 부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디오 레코딩에 대해서는 동의 및 비동의, 중립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니스킨 디자인의 경우 비동의가 없는 동의 및 중립의 의견으로 나뉘었고, 장비와 상관없이 해수 샘플러는 대다수가 핵심 장비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장비라고 응답하였다.
	 ▶ 추가 샘플링 장비로는 암석 절단기(Rock Saw)를 제외한 4가지 장비에 대하여 동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암석 절단기의 경우 앞선 1차 조사에서도 다른 장비에 비하여 찬성 의견의 비율이 낮게 조사된 바 있다.
	 ▶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과 선택된 제조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멀티빔의 경우 수주 (water column) 자료 취득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싱글빔 역시 중요한 핵심 장비라는 의견이었으며 M3 시스템과 중복되거나 간섭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추가 소나 센서 4종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장비라고 응답하였지만 중립의사와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다소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 설문지에 제시된 8가지 인터페이스 중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인터페이스라고 응답하였다.
	 ▶ USBL, DVL, GPS에는 대부분 꼭 필요한 장비라고 응답하였으며 선택된 특정 모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Gyro 는 꼭 필요할 경우에 설치하는 등의 다소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며, 제시한 장비들처럼 같은 제조사의 장비를 선택하여 통합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 ADCP 의 경우, 다소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ADCP가 내비게이션 장비가 아닌 과학적 센서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밀한 수층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DVL 의 트랙킹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좋은 성능의 디스플레이 기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자료 시스템에 관한 질의 중에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장비운영의 일반적인 사항 
	 ￭ 샘플링시스템
	 ￭ 해저탐색시스템
	 
	 
	 
	 
	 
	 
	 
	 
	 
	 
	 
	   본 연구에 적합한 심해 해저면 근접 탐사용 잠수정 체계의 수심 및 필요 장비 목록과 대형 연구 장비 공동 활용의 운영방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통계법 제 33, 34조에 의거하여 조사 내용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고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앞서 기술한 기술수요분석 사례를 참고하였으나, 그와 달리 구체적인 기술수요와 장비 선정이 목적이 아닌, 잠수정 체계를 이용하는 실 연구자들의 인식과 선호하는 운영방식, 도입방식을 조사하기 위함으로 통계를 위한 참여자 정보, 해저 근접 탐사체 이용 연구 현황, 신규 연구 장비 수요 분석, 신규 연구 장비 운영체계 등 크게 4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총 3차에 걸친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총 66명으로, 각 설문조사마다 설문문항이 다르고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이 있어 응답자의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괄호 안에 응답자의 수를 함께 표시하였다. 결과 그래프는 12시 지점을 시작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백분율이 높은 항목부터 도시하였다. 해저 근접 탐사체를 이용한 연구 현황 조사에서는 ‘사용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제외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국가의 연구장비 고도화 계획으로 매 5년마다 법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기설장비진흥센터에서 주관하여 작성한 제2차 국가 연구시설&#8228;장비의 운영&#8228;활용 고도화계획(2018~2022)이 있음.
	 ￭ 고도화 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임.
	 ￭ 본 계획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효율적 운영활용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책의 비전, 목표 및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임.
	 ￭ 2차 계획의 3대 전략은 연구 지원형 연구 장비 활용성 제고, R&D기반 구축형 연구장비 이용 효율성 제고,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상임.
	 ￭ 최근 국가R&D 투자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연구시설 장비구축액은 5%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본 기획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는 연구선과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동활용성이 높은 장비이므로, 연구선과 함께 Core-Facility로 묶어,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국가로부터 도입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제안함.
	 ￭ 연구장비의 체계적 관리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해 ‘전담운영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 연구형장에서는 형식상의 인력만 배치 운영되거나, 미운영 또는 단기간 고용 등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이는 연구장비 운영은 물론 연구장비(부품) 개발 등을 위한 역량 향상 저해 및 관련 산업 성장의 역효과로 나타남.
	 ￭ 본 2차 국가 연구장비 고도화 계획의 목표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 및 연구장비 산업 육성 ‘기틀’ 마련이고, 
	 ￭ 연구장비의 ‘활용성’을 가치 중심에 두고 심의하며, 유지 보수비 등 연구장비비 풀링(Pooling)제 도입, 장비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지원(초기 형성비 지원)으로 추진될 것으로 밝힘.
	 
	 ￭ 대형연구시설의 정의 
	  대형 : 구축비용 또는 규모에 의해 좌우되는 기준을 나타내며, 이외에도 복잡성, 위험도, 기간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함축되어 있는 기준을 의미
	  연구시설 :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의미 
	 ￭ 대형연구시설의 특징 
	 1. 주요 과학기술 연구 네트워킹 효과 또는 군집 효과 유발 
	 2. 자체 연구그룹과 지원인력(기술인력, 행정인력 등)을 보유·운영
	 3. 소속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지만, 자체적인 관리·운영
	 4. 지역 기반이 아닌 국가적 또는 국제적 성향의 대외협력
	 5. 국가차원에서 1~2개 정도만 보유하고 유지
	 6. 대부분 상시적으로 외부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
	 7. 기관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재원 마련 필요
	 ￭ 대형 연구시설의 중요성 
	  최첨단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기존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연구성과 창출 가능
	  대형연구시설을 통한 연구는 기존 기술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유발하여 新산업 창출의 촉매제로 작용
	   국내 고급인력의 유출 방지와 동시에 해외 고급인력의 효과적인 유치·활용이 가능하며 국제 연구개발 협력 및 공동 참여 가능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은 세계 최첨단 연구성과를 목표로 하기에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대형연구시설 확충프로그램 마련
	  범부처 공동기획 및 대형연구시설에 특성화된 예비타당성 조사방법론 마련을 통한 타당성 확보 
	 
	 ￭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연구시설 관련 사업의 투자 비중과 추이를 ㅂ룬석하여 총 12개 분야로 거대과학기술 분류
	   500억 원 이상의 신규(업그레이드 포함) 대형연구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추진
	   대형연구시설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운영비 배정(구축비용의 약 5~10% 내외)
	   국가산업·지역발전 전력에 부합하고, 타분야의 연구활동을 압박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전체 차원에서 예산배분의 적정한 균형 고려
	 
	 
	  ￭ 대형연구시설 공동활용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 대형연구시설 활용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의견 반영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형연구시설 운영 유지·중지·변경 등의 조치를 제시하여 평가결과를 해당 R&D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
	 ￭ 「(가칭)대형연구시설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법」 제정 검토
	 ￭ 대형연구시설 이용자그룹 육성
	 ￭ 대형연구시설 운영 관련 전문인력 육성
	 ￭ 분석기술 고도화를 위한 분석과학연구 육성
	 ￭ 대형연구시설의 산업화 연계 및 운영·관리 강화
	 ￭ 대형연구시설 구축의 국제적 역할분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형연구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 관련 범국가적 공동구축·운영 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 마련
	 ￭ 대형연구시설의 공동개발 및 연구 강화 
	 ￭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의 도입 예상비용은 100억원을 상회함으로, 전술한 국가 대형연구장비 도입 정책에 맞추어, 심의를 대비해야 함.
	 ￭ 본 절에서는 국가의 연구시설 장비의 심의 체계를 분석하여, 실제 도입시에 기관 전체가 준비해야 할 절차와 사항을 분석 제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시설·장비는 다음의 심의위원회 중 한 곳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국가연구시설 · 장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 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함
	  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들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심의평가단)을 구성함
	  심의위원회는 분과별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위탁연구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 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 결과를 ZEUS RED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이하 “ZEUS RED”라 함)에 입력하여야 함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연구기관별 소관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함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 RED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 구축비용으로 산정하여 하나의 시설·장비로 심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공동관리규정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기본사업’과 연구기관 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정부위탁연구사업’이 있음
	 ￭ 중기구축계획 수립
	 ￭ 수요조사
	 ￭ 기획검토
	 ￭ 사전기획보고서 내용
	  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시설·장비용도
	  시설·장비 활용분야
	  사업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기관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동일지역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가 이미 구축된 경우
	  구축하고자 하는 시설·장비가 이미 구축된 시설·장비와 제작사, 시설·장비명, 모델명, 사양, 용도, 활용분야 등이 같거나 유사한 시설·장비
	  설치된 위치와의 거리
	  구축 시기, 구축금액
	  활용 범위(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기술분류(6T)와 5대 중점투자 분야
	  용도(분석용, 계측용, 시험용, 교육용, 생산용, 기타)
	 ￭ 중복성의 예외
	   시설·장비 구축 시 특수(독립)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등과 같이 연구개발 활동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인정되는 경우 
	 ￭ 중복성 검토방법
	 ￭ 해양과학기술의 환경변화와 미래 연구수요 반영
	 ◦ 국제 해양연구동향과 연구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기구축된 해양연구선단의 기능고도화 사업으로 추진
	 ￭ 기관 R&R 실현을 위한 대형연구인프라 구축 R&D 투자계획과 연계
	 ◦ 한정된 R&D 재원 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의 전략분야 공통 장비 인프라 구축, 공동활용, 운용인력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구축비 외 운영인력, 연구수요, 유지보수 등을 종합검토
	 ◦ 구축지도의 성격 및 활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예산, 운영인력 및 연구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함.
	 ￭ 해양연구의 Core-Facility라는 연구선 기능고도화 관점을 유지
	 ◦ 본 기획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는 연구선과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동활용성이 높은 장비임으로, 연구선과 함께 Core-Facility로 묶어,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국가로부터 도입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제안함.
	 ￭ 국가연구시설·장비 전주기 단계별 주요내용에 따라 
	 ◦ 연구원의 연구장비 도입을 위한 중기구축계획 수립
	 ◦ 연구장비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 연구장비별 사전기획보고서와 기획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함.
	 ￭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점은 남대서양 중앙해령 부근으로 수심 3700m이었고, GEBCO를 기반으로 한 탐색 후보 지역 (길이 방향 55km × 폭 23km) 의 최고 심도가 4000m 에 달하는 지역이라, 동원해야 하는 잠수정의 최대 운영심도는 5,000m 이상이 되어야 했음.
	 ￭ 조사주체인 Ocean Infinity사는, 운영수심과 현지에서의 작업가능 시간 (조사선 최대 항해 일수)을 고려하여, 수심 6,000m 급 탐색용 무인잠수정 4대와 무인잠수정의 해저에서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신 중계용 무인수상선 두 대, 수중 촬영과 유류품 및 VDR 회수를 위한 5,000m 급 및 6,000m 급 ROV 두 대를 탐사에 동원하였음 (그림 5.1).
	 ￭ 위의 탐색체계는 무인잠수정 운영을 위해 특화된 7천톤급 모선 Seabed Constructor호에 실려 현지까지 운반되었음.
	 ￭ Seabed Constructor호에는 실시간 운영 및 취득된 자료 처리를 위한 탐색전문가 40여명의 연구실을 제공하고 있음.
	 
	 ￭ 무인잠수정의 진회수 및 정비를 위한 공간이 잠수정 모선인 Seabed Constructor호 후미 컨테이너 개조 공간(AUV Lab)에 구비되어 있음.
	 ￭ 복수의 잠수정(최대 6대)을 정비하고, 진회수를 위한 두 대의 접이식 진수기(Telescopic Stinger)가 구현되어 있음.
	 ￭ ROV와 달리, 제어선이 필요치 않으므로 제어선을 감은 윈치와 윈치를 구동하기 위한 파워팩, 추가 발전기 등이 필요치 않음.
	 ￭ AUV Lab에서는 사용 후 관측 자료의 백업과, 배터리 충전을 위한 충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 Hugin 6000의 자율항해를 위한 센서는 다음과 같음.
	  위치는 관성항법과 USBL 기반 음향측위를 합성하여, 최종 플랫폼의 위치는 후처리를 NavLab사가 제공한 후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확정하는 방식을 사용함.
	  해수면의 조석 변동에 의한 압력 센서의 변위 보정을 위해, 모선의 이주파 위성측위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원체고 변동을 PPK(Post Processed Kinematic)방식으로 정밀하게 관측함.
	 ￭ 자동화된 진회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Sea State 4 상태에서도 진회수가 가능함.
	 ￭ 임무 센서
	  지형탐사를 위한 KM사의 EM2040 센서.
	  음향영상탐사를 위한 Edgetech사의 2200 FS-AU(75kHz, 410kHz)의 사이드스캔 소나.
	  천부지층탐사를 위한 Edgetech사의 2200 FS-AU(3.5 kHz).
	  이외에 지자기, 도플러선속계, 음속계 및 CTD를 장착되어 있음.
	  광학카메라 Cath-X 모델을 장착하고 있음.
	 ￭ 대상지역을 복수의 잠수정의 임무로 나누어 개별 잠수정의 미션을 설계함.
	 ￭ 침선의 위치 확정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대상후보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이상체 탐지를 위한 저주파 사이드스캔 소나의 성능 최적화를 기준으로 무인잠수정의 운영 파라메타를 설계(주사폭 1,000m, 중첩을 고려하여 측선간격은 900m, 운영고도 75m, 탐사속도 3.6노트, 60시간 운영) 하였음.
	 ￭ 1회에 조사구역 (길이 방향 55km × 폭 23km) 을 탐지하기 위하여, 총 4대의 무인잠수정을 순차적으로 투입, 회수하기로 설계함.
	 
	 ￭ 잠수정의 자동고도 유지 기능 및 장애물 회피알고리즘의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전 해저지형에 대한 탐색 정보 없이, 현장 도착 후 바로 진수하여 추가 대기시간 제거함.
	 ￭ 1대의 잠수정이 해저면 목표고도에 도달하면, 장착된 센서의 품질 및 자율항법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각형 형태의 목표 측선을 반복 운항한 후, 자료의 품질이 확인되면 주 미션을 시작함. 
	 ￭ 미리 진수된 잠수정의 주 미션이 완료된 이후(평균 2시간 소요), 다음 잠수정을 진수시킴.
	 ￭ 모선의 직하방에서 기동되는 무인잠수정의 경우, USBL의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잠수정의 기능상태 및 임무센서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모선에서 사거리로 약 10km 이상 이격되면, USBL 통신 가능거리를 벗어나므로 이후에는 모선과의 통신을 끊고 자율 운항으로 약 54~56시간 미션을 수행 후, 해저에서 파일럿의 부상 신호를 대기함.
	 ￭ 잠수정 자체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충돌 등이 발생하면, 잠수정에 장착된 무게추를 버리고 부력을 양성으로 전환 후 긴급 부상하도록 알고리즘이 되어 있음. 본 미션 내에서 한 번의 해저면 충돌로 추정되는 긴급 부상 사례가 있었음.
	 ￭ 미션이 완료되면, 해저에서 특정 사각형 목표점을 순환 반복하고 있다가, 파일럿의 명령에 따라 부상함. 
	 ￭ 파일럿은 잠수정 당 2명으로 구성되며, 갑판 후미의 AUV Lab이 아닌, Dry lab 상의 특별히 고안된 파일럿실(Pilot Lab)에서 관제를 실행함.
	 ￭ 파일럿실에는 모선에서 관측중인 실시간 기상과 파고정보가 전시되며, AUV Lab 실내 및 실외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음.
	 
	 
	 ￭ 잠수정 당 총 6대의 모니터 화면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현재 잠수정의 지도상 위치, 잠수정 상태, 임무센서의 상태, 로그기록 화면 등으로 구성됨.
	 ￭ 회수시에는 잠수정 선수의 회수용 호줄을 진회수용 접이식 스팅어와 연결된 윈치 케이블에 결속하고, 모선을 전진시켜 잠수정이 모선과 일직선 상에 오도록 정렬함.
	 ￭ 잠수정과 모선(스팅어)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 윈치를 작동시켜 잠수정을 갑판으로 끌어올림.
	 ￭ 회수에는 잠수정 호줄잡이와 윈치 오퍼레이터,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갑판장 3인으로 작업이 수행됨.
	 ￭ 동시에 여러 대의 AUV를 이용한 탐사는 OI가 세계 최초로 수행하고 있으며, AUV에서 취득되는 대용량의 자료를 현장에서 준 실시간 처리하기 위하여, 단계별 처리담당자와 처리 프로세서 및 표준 절차가 준비되어 있음. 
	 ￭ 실제 자료처리는 Swire Seabed 사의 전담 자료처리 팀에서 수행하며, Navigation 처리, MBES 처리, SSS처리 및 해석 및 GIS 담당자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시에 최대 8대의 AUV를 한 프로젝트에서 활용하여, 맵핑을 수행할 수 있음. 
	 ￭ 개별 AUV에는 MBES, SSS, CHIRP, Magnetometer와 광학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으며, AUV 수중 항행을 위해, Forward Looking Sonar, 고도계(Altimeter), OBS(탁도계, 사진을 찍을지 말지 결정하기위한), DVL, Compass, Pressure Sensor가 구비되어 있음.
	 ￭ 잠수정이 미션을 완료하고, AUV Lab에 회수되면, 잠수정을 이더넷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백업받음. 통상 60시간 미션에 2시간 자료 백업 시간이 소요됨.
	 ￭ 관측자료는 기 설계된 프로젝트 폴더구조에 자동으로 정렬, 기록되며, 메타데이터가 생성됨.
	 ￭ 관측자료 백업하는 동안 배터리 교체 혹은 충전이 이루어짐. 
	 ￭ 관측자료가 실험실로 옮겨지면, 표준 후처리 공정에 따라 자료처리가 이루어짐.
	 ￭ 표준후처리는 공정은 측위자료처리(NAV), 개별 센서 고유 프로세싱(Processing), 1차 검토(Interpre 01), 전문가 품질검토(Senior QC), 미측구역 확인(GAPS)으로 구성됨.
	 ￭ 1회 60시간 미션을 기준으로, 자료처리 및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55 시간으로 표준화됨.
	 ￭ 표준화된 자료처리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파라메타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음.
	 
	 ￭ AUV 최소 2시간 간격으로 차례대로 진수되며, 회수 후 제일 먼저 자료 백업이 실시됨.
	 ￭ 백업된 자료를 대상으로, AUV마다 개별 DB가 생성되며, DB에는 센서별 다양한 포맷의 파일이 저장 관리됨.
	 ￭ 자료가 백업되면 제일 먼저 AUV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Navigation 후처리 SW인 NavLab 프로그램으로 AUV의 위치, 이동속도, 방향, 심도, 고도 등의 정보를 처리함.
	 ￭ 센서 계측치의 정위치를 확보하는 작업과, 모선의 RTK-DGPS에 기반한 RTK-Tide를 계산하여 수심 자료처리에 적용하기 위한 보충 자료를 준비함.
	 ￭ MBES자료처리는 EIVA Navi model SW를 근간으로, 배치파일형태의 자동화 된 처리과정을 활용함. 
	 ￭ EIVA Navi model의 전 단계에서 구축된 후처리 항행 정보와 MBES 센서자료가 DB에 입력되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맞추어 자료가 처리되고, GIS 시스템으로 제출된 GeoTIff, DTM, Backscatter Image가 생산됨. 
	 ￭ 모든 과정의 사용자에 의해 절차의 품질이 모니터링 되며, 사용자에 의해 개별 단계의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구현되어 있음.
	 ￭ AUV에는 Edgetech사의 Side Scan Sonar가 장착되어 있음. 
	 ￭ 세 개의 다른 주파수(75kHz, 200kHz, 450kHz)를 사용하여, 최대 1,000m의 주사폭으로 조사를 수행함. 
	 ￭ 저주파 소나영상에서 목표물이 확인되면, 동일 지점을 스캔한 고주파의 영상을 재확인하여, 해당 목표물의 상태를 확인함. 
	 ￭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프로그램은 IXSEA사의 DelphRoadMap이며, 일반적인 SSS 처리와 목표물 영상을 확보하여, GIS GeoServer에 제출함.
	 ￭ 이 과정에서 MBES 후방산란 이미지와 대비하여 목표물 영상을 확인하며, 지자기 탐사 자료와의 중첩을 통해 자료간의 상관성을 평가함. 
	 ￭ 목표물은 중요도에 따라 몇 개의 중요순위로 나뉘며, 추후 ROV탐사를 통해 이를 육안으로 확인함으로써 최종 평가를 수행함. 
	 ￭ 현장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목표물은 육상 지원팀으로 스니핏(Snippet)을 보내 전문 분석가의 최종 의견 조회를 받고, 결론을 도출함.
	 ￭ ESRI사의 ArcGIS를 기반으로 모든 생산 자료는 GIS 기반 자료관리 도구에서 관리하며, 이를 GeoServer라 명칭하고, 여기서 탐사 진행과정 전반, 최종 분석 결과의 중첩 해석, 결과의 지도화를 수행함. 
	 ￭ 이를 위해 두 명의 공간분석 전문가가 팀에 참여하고 있음.
	 ￭ 성과물은 총 4가지의 형태 (원자료, 처리자료, 도면자료, 보고서) 제공됨.
	 ￭ 표준화된 성과물 작성을 위해, 회사에서 개발한 고유의 문서작성 템플릿을 제공함.
	 ￭ 모든 자료는 GIS 기반의 항적 기반 자료관리 DB로 구축되어, 미션 메타데이터에서부터 최종 성과물까지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음.
	 ￭ 도면 템플릿도 미션 설계에서부터 최종 성과물 단계에까지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으며, DB로 구축된 모든 정보는 도면상 특정 객체와 연동되어 있어, 조회가 가능함.
	 ￭ 정보의 교차링크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 중.
	 ￭ ROV 및 AUV에서 확보된 대용량 영상의 관리 및 영상 내 컨텐츠에 대한 해석을 지원할 영상관리 및 분석도구가 준비됨.
	 ￭ 영상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는 영상이 확보된 관련 정보(항차, DiveLog, 탐사위치, 심도, 시스템 부가정보 등)와 영상의 저장 관리, 파일검색, 재분석을 위한 영상내 컨텐츠 탐색, 영상 내 특별 주제에 대한 레이블링(Labeling)등의 기능을 제공함. 
	 ￭ 캐나다 ROPOS의 경우, SeaScribe라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저에서 확보된 영상의 메타정보를 관리하고, 선박 및 육상에서도 취득한 영상 정보를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또한, SeaTube Pro라는 영상 분석 및 해석결과를 부가할 수 있는 영상 해석지원 프로그램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육상에서 사용하는 CCTV 영상관리시스템과 달리, 해저에서의 상황에 대한 추후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료 취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영상과 함께 전달, 기록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임.
	 ￭ 해저 영상 분석 도구의 기능으로는 객체의 크기 및 색 분석, 영상 구역 분류, 텍스쳐 분류, 국제 표준 생물 DB 와의 비교 동정 지원을 위한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WoRMS)와의 연동기능을 구현하고 있음. 
	 ￭ 심해 무인잠수정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구성 및 직무분석을 위해, 스텔라데이지호 투입 인력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  Swire Seabed사의 Seabed Constructor 승조원은 총 24명이고, 본 프로젝트를 위해 승선한 기술 인력은 총 38명이었음. 
	 ￭  참여 기술자들의 소속과 역할 직분으로 분류하면, ROV 및 탐사자료처리를 담당하는 Swire Seabed 팀 16명과 
	 ￭ AUV를 운영하고, 심해에서 특수목적 카메라를 운영하여 대상물체의 3차원 형상모델링을 지원한 협력업체(COMEX)
	 ￭ 심해 6000m에서 기구를 인양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를 운영하는 Denith Engineering사의 엔지니어가 포함된 Ocean Infinite사의 기술인력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기본 교육 과정의 목적은 해양 안전 의식과 ROV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과정의 세부 주제는 ROV 업체 및 교육 기관에서 특정 기업의 요구에 맞게 수정 또는 개발할 수 있음.
	 
	 A. 안전 및 환경 의식
	  해양의 위험요소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고압(HV) 전기 및 고압(HP) 유압 시스템에 대한 인식
	  ROV 작업과 관련된 해양 설비, 시설 및 선박의 안전 작업 절차
	  작업장 안전 절차
	  기업의 사고 보고 조치에 관한 지식
	  안전 법률과 지침의 적절한 숙지
	  작업 허가서(PTW)’ 시스템과 필요성
	  개인 보호 장비(PPE) 사용, 유지 및 교체
	  개인 안전 의식
	  여행 준비와 승무원 교대
	  국가(지역)별 보안 문제
	  기업의 품질 보증(QA) 및 품질 관리(QC) 기준
	  ROV 진수 및 회수
	  시스템의 이동 
	  공중에 매달린 화물(사람이 위치할 장소와 위치하면 안되는 장소)
	   B. ROV를 활용한 현장의 특징
	 ⒜ ROV 운영을 위한 대표적인 해양 작업, 설비, 시설 및 선박
	 ⒝ 공사 부선(중량물 인양 선박)
	 ⒞ 장비 이동 및 제한 구역과 같은 다양한 장소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인식
	 ⒟ 해양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인원과 역할
	 C. AUV/ROV 시스템 운영
	 ⒜ AUV/ROV 시스템의 분류와 대표적인 작업 종류
	 (b) 인양 장비의 유지보수와 운용
	 ￭ AUV/ROV 인원의 역량 조건은 IMCA(지침 문서 IMCA C005 Rev.3 Dec. 2016)에서 제사하고 있으며, 역량 평가는 개인의 성과, 지식 및 태도의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특정 역량과 비교 검토하는 과정임. 
	 ￭ AUV/ROV 인원의 역량 조건은 IMCA(지침 문서 IMCA C005 Rev.3 Dec. 2016)에서 제사하고 있으며, 역량 평가는 개인의 성과, 지식 및 태도의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특정 역량과 비교 검토하는 과정임. 
	 ￭ 특정 핵심 역량은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어떤 위치에서 일하는 모든 인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직무 기능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 AUV/ROV 인원의 직무 기능(Job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 직무 기능에는 추가적인 직무별 역량이 있을 수 있다.
	   A. 직무 기능
	   B. 직무 승격 승인 기준
	  ROV 인력 고려 사항은 인력 수준과 인원 역량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 연구수요분석과 전술한 전문운영인력의 자격요건 및 필수 구성인력에 바탕을 둔 전문운영조직이 필요함.
	 ￭ 전문운영조직은 잠수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센터장과 행정원으로 이루어진 운영행정팀을 두고, 연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정력과 기술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운영팀과 육상정비팀으로 이루어진 운항팀을 운영해야 함.
	 ￭ 잠수정을 포함하여 심해탐사장비는 기계적, 전자적 공통요소가 있으므로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심해연구장비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잠수정을 항시 운영가능 태세로 유지하기 위한 육상 정비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해상운영팀의 경우, 도입될 심해 근접 잠수정 체계는 심해 연구선에 승선하여 진회수를 고려하여 60시간 연속 운영하게 되며, 조사영역이 광범위 할 경우, 배터리 교체 및 자료 백업 후 바로 재투입되어 60시간을 운영하게 됨으로, 2교조 12시간 교대를 근무로, 잠수정 운영 요원은 1교대 5인 체계 (잠수정운영장, 조정사, 부조종사, 기계정비사, 전자정비사) 로 구성함.
	 ￭ 잠수정 24시간 연속 운영을 위한 항차 총 인원은 9인으로, 잠수정 운영장은 주간업무를 기반으로 항시 지원하고, 조정사와 정비사는 12시간 교대를 규칙으로 함.  
	 ￭ 잠수정 운영장은 연구선에 탑재된 잠수정 운용에 관련된 제반 시설을 관리·유지하며 탑재잠수정이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모든 지원을 책임지는 연구선 승선 운영자를 말함.
	 ￭ "조종사"란 잠수정의 미션을 설계하고, 잠수정 운영 간 잠수정 운용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서, 해당 잠수정에 대한 교육훈련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이며, 임무 전 잠수정 운영장이 지정한 자를 말함.
	 ￭ "부조종사" 란 잠수정 운영 간 조종사의 지시사항을 수행 및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잠수정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임무 전 잠수정 운영장이 지정한 자를 말함.
	 ￭ "기계정비사"란 잠수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사 정비교육 수료하고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잠수정과 진회수 장치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자를 말함.
	 ￭ "전자정비사"란 제작사 정비교육 수료하고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잠수정과 모선의 통신과 관제 프로그램, 임무센서 및 전원 등 전자적 기능을 책임지는 승선정비사를 말함.
	 ￭ 심해잠수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팀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 전술한 잠수정 운영 직무분석을 통해, 연구현장에서의 잠수정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8인의 승선 잠수정 인원이 필요함. 주간 업무만을 고려하면, 최소 5인이 필요함.
	 ￭ 연구원 내에 잠수정 조종사와 정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는 없으나, 타 심해 탐사장비 운영에 대한 경험과 관측사로서 연구현장 지원 경험을 갖춘자는 관측사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기계 및 전자 전공 기술원이 다수 있음.
	 ￭ 현 남해연구소 연구선운항실 산하 연구선관측팀의 기존 관측사(9명, 책임2, 선임1, 원급 6)  임무를 잠수정 운영까지로 확대하여, 제조사 단기교육훈련 이수를 통해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정비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연구현장에서 24시간 잠수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관측사 전체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임으로, 기존 관측사 업무 및 육상 정비 업무를 고려할 경우, 기존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기술원의 전환배치를 통해, 기존 관측업무를 담당할 신규 관측사(해양물리, 생지화학분야, 지구물리) 최소 8인 이상의 추가 관측사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부족한 장비 운영 담당자의 확보를 위해,  연구기반부 소속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및 타 부서의 공학분야(기계, 전자, 정보처리) 석사급 전환직 기술원을 대상으로 잠수정 운영 기술원을 확보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함.
	 ￭ 현 관측사의 전공 및 경력은 자연과학 전공 보다 시스템공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으로, 잠수정이 도입되면 현 관측사는 잠수정 운영쪽으로 임무 전환하고, 해양과학 전공 기반의 임무 전환한 무기직 기술원을 대상으로 관측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의 활용협의, 일정조정, 관련 예산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 미국의 National Deep Submersible Facility와 같은 전담 행정요원이 필요함.
	 ￭ 전체 연구 선단에서 운영심도 및 목적별 잠수정 운영확대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잠수정 확대운영에 따른 신규전문조직 및 인력 및 예산확보에 대한 기획도 필요함.
	 ￭ 잠수정 선정 및 도입의 경우, 발주 이후 1년 정도의 생산기간이 소요됨으로, 잠수정 선정 이후 전문인력의 전환배치 및 업무분장을 통해 제조사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에 대한 예산 배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잠수정 선정 및 도입의 경우, 발주 이후 1년 정도의 생산기간이 소요됨으로, 잠수정 선정 이후 전문인력의 전환배치 및 업무분장을 통해 제조사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에 대한 예산 배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잠수정 운영센터는 잠수정 이외에도 Deep Tow System, Deep Tow Camera System, TV Guided Grab, ROV 등 심해 과학현장 지원을 위한 특수 연구기장비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제안함.
	 ￭ 심해 근접 탐사용 무인잠수정의 활용은 국가연구장비 활용체계(ZEUS)에 등록을 하여, 국가의 모든 소요기관(대학, 관련 연구소, 산업계, 해군 등)에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활용 체계를 갖추어야 함. 
	 잠수정운영센터장
	 심해잠수정 행정(1인)
	 심해잠수정 운항팀(8인)
	 가. 연간 잠수 주요업무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잠수정 운영예산계획 및 집행
	 다.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및 집행
	 
	 가. 잠수정 운항계획 및 정비에 관한 업무
	 나. 잠수정 임무센서에 탈부착에 관한 업무
	 다. 잠수정 탐재 센서의 자료처리
	 라. 잠수정 기능 고도화 계획수립 및 집행
	 ￭ 심해근접 탐색용 잠수정은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무센서 또한 추가 탈부착이 발생함으로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고유의 지원시설이 요구됨.
	 ￭ 지원시설에는 잠수정 자체의 무게가 약 2.0톤으로, 중량물을 이송하기 위한 크레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잠수정의 최대 길이가 7m 정도이므로, 잠수정의 정비시 실내 이송을 위한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지원시설은 잠수정의 3배 이상인 가로, 세로 21m 정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잠수정의 기능 평가를 위한 임해 시험을 위해서는, 지원시설 인근 부두에 2.0톤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크레인이 시설되어 있는 것을 권장함. 
	 ￭ 잠수정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시설은 연구선 부두가 있는 남해연구소 내에 매립지역에 신설될 해양장비 점검 작동 실험부지에 신규 장비정비동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6장 상용 무인 탐사용 잠수정 도입 및 운영 경제성 분석
	 ￭ 어뢰 형식의 탐사용 상용 AUV의 자체 크기는 길이방향 최대 6.7m, 약 직경 0.9m이며, 모선에서 이동과 보관을 위한 별도의 운반대차(Cradle) 위에 항시 위치함.
	 ￭ 대부분의 경우, AUV의 보관, 정비, 굴절사다리(Stinger) 타입의 진회수 장치가 내부에 장착된 길이 30ft 컨테이너가 제공됨(그림 6.1, 그림 6.2).
	 ￭ 제공된 진회수 장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선미 크레인을 이용할 경우, AUV 자체 무게가 2톤을 넘지 않음으로, AUV 현측 회수를 위한 크레인 용량 증설등은 필요치 않으나, 길이 방향으로 최대 6.7m 어뢰형 잠수정의 형태를 고려할 때, 크레인에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어댑터를 고려할 필요 있음(그림 6.3).
	 ￭ 이사부호 갑판의 경우, 30ft 컨테이너를 위한 고정장치와 전력 제공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으로, AUV 도입에 따른 별도의 추가 개선은 필요치 않음(그림 6.4).
	 ￭ 또한, AUV의 수중 위치 추적 및 계산을 위한 USBL은 이미 이사부호 선저에 장착되어 있음. 
	 ￭ AUV 미션설계 및 실시간 위치 추적 필요시, 이사부호 주연구실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음.
	 
	 ￭ AUV 방식의 무인잠수정의 경우, 조정, 정보전달, 전력을 위한 제어선이 모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장비 도입에 따른 대규모의 개선이 필요치 않음.
	 ￭  ROV의 경우에는, 운영수심의 1.5배 정도의 연결 케이블이 필요함으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윈치와 ROV(최대 4.2톤) 및 케이블의 무게를 감당한 진회수 시스템이 별도로 요구됨.
	 ￭ 기존 해미래 ROV와 같이, 모선에 의한 수중예인을 하는 이동방식을 채용하면, 모선과 ROV 사이의 별도의 수중 TMS(Tether Management System)이 필요치 않아, 추가적으로 설치할 진회수 전용 A-Frame의 높이가 작아질 수 있음. 
	 ￭ 또는 이사부호 후미의 A-Frame을 이용하여 진회수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진회수용 A-Frame을 설치할 필요 없음.
	 ￭ 그림 6.4는 한국 해군에서 도입예정인 차세대 잠수정 구난 ROV의 사례를 고려하여, 이사부호 갑판에 ROV 진회수 전용 A-Frame과 윈치시스템을 배치한 것임.
	 ￭ 이사부호 우현으로 ROV를 진회수 하고, 좌현에는 6,600m 장갑 케이블이 권선되어 있는 유압 윈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음.
	 ￭ ROV의 경우, 모선으로부터 440/575 VAC 60Hz, 3 phase을 공급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전력전송 및 변환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ROV는 ROV 자체 뿐 아니라, 최대 운영수심의 10%가 추가된 케이블과 이를 권선할 윈치, 윈치를 기동할 유압엔진, 컨트롤밴 등의 총 무게는 110.5톤에 해당함.
	 ￭ 모선에 110.5톤의 추가 중량이 선적되어함으로, 선박 평형 및 개조에 따른 선급 심사가 별도로 필요함.
	 ￭ 앞 장에서 분석한 전문 운영 인력과 상용 AUV 및 ROV 제조사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토대로 탐사용 잠수정 도입 비용을 산정하였음.
	 ￭  AUV 및 ROV의 도입 비용은 부착 센서 옵션에 따라 달라지나, 최초의 비용산정을 위해 최대한 제공가능한 모든 옵션을 부착한 상태로 제안 받았음.
	 ￭ AUV 및 ROV 도입 비용에는 8주 혹은 3개월 소요의 전문 정비 및 운영인력에 대한 훈련비용을 별도 산정하였음.
	 ￭ 모선의 개조 및 육상 정비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입 모델에 따라, 개조의 범위와 비용이 다름. 
	 ￭ 기본적으로 연구선 기능고도화 프로그램과 육상 정비동의 신축 혹은 개조에 따른 비용은 인프라사업비를 통해 별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표 6.1는 제조사로부터 수집한 상용 AUV 무인잠수정 제원 및 비용에 대한 정보이며,
	 ￭ 표 6.2는 심해 ROV 잠수정 제조사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선정은, 국내외기관 연구기관의 도입 및 운영사례를 참조하였음(첨부 참조).
	 
	 ◦ 운영인원 산정
	 
	 ◦ 인건비 산정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의 도입은 국가 해양과학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연구장비임을 3차례의 연구원 내부, 전문학회(한국해양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확인하였음.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국가의 해양 재난 재해에 대비한 영해 전 해역을 탐색 가능한 운영수심대의 장비(3000m 이상)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심해 근접 탐사용 잠수정은 해저면 근접 광역탐색을 위한 잠수함 형태의 탐색용 잠수정(AUV)와 목표점이 확인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정밀 촬영, 연구장비의 진회수 지원을 위한 작업 등을 위한 원격조정 잠수정(ROV)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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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이사부호의 원할한 현장연구지원을 위하여, 남해연구소 연구선 관측팀 소속 9인 구성의 관측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무인잠수정이 도입될 경우, 육상 정비, 선상 지원 및 운영, 연구자와의 연구계획 소통 등의 업무를 전담할 8인의 신규 관측사의 충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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