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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기술 기획연구

Ⅱ.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 기술의 정의

Ÿ 친환경 수중관관인프라 기술은 인간이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시설물을 이용

하여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의미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평면적, 제한적 

관광인프라에서 4D 수중관광인프라로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수중구조물, 

수중이동 시스템, ICT 기반 안전관리 및 제어기술, 수중생태환경 활성화 기술, 

콘텐츠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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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구의 필요성

Ÿ 웰빙 및 힐링 욕구 증대, 주5일제 정착 등에 따라 체험형 해양레저･관광활동 수

요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레저산업의 기초 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

고 있음.

Ÿ 경관감상, 해수욕, 낚시 등 전통적 활동에서 스킨스쿠버, 요트･보트, 크루즈 등으

로 다양화되고 있는 관광수요 대응 필요 

Ÿ 해양레저관광의 국민적 저변 확대와 함께 해양관광의 산업적 측면에서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

Ÿ 기존 해양관광 전망대는 평면적인 육상 전망대 연안지역 확장 수준

Ÿ 입체적 수중관광을 제공하는 수중이동체, ICT 기술(안전 및 제어), 에너지자립, 

해양생태 활성화 등 융합 신개념 수중관광인프라 개발 필요

□ 추진의 시급성

Ÿ 해중경관지구(2개소, 제주 문섬, 강원도 고성)로 지정(‘18.11) 및 다이빙센터, 해중

전망대 등 해중공원 시범사업(‘20~) 추진에 따른 산업적 측면에서 다시 찾고 싶

은 경쟁력있는 수중관광 기술 필요.

Ÿ 기존 해중전망대는 평면적인 육상전망대의 연안지역 확장 수준으로 입체적 체험

요소를 바탕으로 수중관광을 제공하는 수중이동체, ICT 기술(안전 및 제어), 해양

생태 활성화 등 융합 신개념 수중관광인프라 개발 필요 

Ⅲ.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 국내 개발 동향

Ÿ 울릉도 천부항 해양관광단지(2010년 12월 준공)내 해중전망대의 경우 잔교와 전

망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도장포 마을 해중전망대(미시공), 성산포 섭지

코지 해중전망대(계획유보), 국립해양과학교육관(~2020년) 등 현재 계획 중이거나 

유보 중인 인프라 또한 체험이 가능한 수중관광 형태는 아님.

Ÿ 해중전망 시설은 단순 관람형태로서 관람지역이 제한적이며, 시공 시 연안 및 해

양생태환경의 훼손이 큼

Ÿ 잠수함, 수륙양용자동차의 경우 수심에 따른 관광 한계가 있어 새로운 동력원의 

개발이 필요함. 

Ÿ 수중 관광인프라는 안전 및 제어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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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개발 동향

Ÿ 일본의 부세나 해중전망대, 카라츠시 겐카이 해중전망대, 쿠시모토 해중공원, 카

츠우라 해중공원 및 괌의 Fisheye Marine Park, 버진아일랜드의 Coral World Ocean 

Park 등이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전망대가 설치된 사례가 있음. 

Ÿ 중국의 와이탄 관광터널은 황푸강 수중을 트램을 타고 국제회의센터로 이동하며, 

미국의 Sub Sea Systems 사가 선보인 아쿠아티카는 수중모험이 가능한 승차시스

템을 개발하였고, 유럽의 노티카 사는 수중 곤돌라 시스템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음. 

Ÿ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의 흐름이 전체 동향 흐름을 주도하여 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기술을 점유하고 있으나 수중관광을 위한 이동체 기술은 대부분 TRL 

1~2단계로서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음.

Ÿ 일회성의 경관감상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관될 수 있는 아이디

어가 제안되고 있음.

Ⅳ.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 전략

□ 비전 및 목표

Ÿ 비전 : 수중 관광인프라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하여 수중관광분야 Low-tec 이미지 

탈피, 2025년 실용화

Ÿ 핵심 전략 목표 : 인프라, 수중이동체, ICT기반 안전관리 및 제어기술, 수중생태 

활성화 기술, 수중관광콘텐츠 개발

□ 연구개발과제 구성

Ÿ 핵심요소 기술개발 과업의 구성과 핵심 전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개발 분야를 도출함. 

     1세부 : 수중관광크루즈 기술 개발

     2세부 : 친환경 수중 관광단지 기술 개발

     3세부 : 수중관광콘텐츠 기술 개발

     4세부 : ICT 기반 안전 및 제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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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별 주요 내용

과제명 1세부 :� 수중관광크루즈 기술 개발

과제목표 Ÿ 케이블 지지구조를 갖는 수중관광크루즈 설계/제작 기술 개발

주요내용

Ÿ 수중 케이블카 형태의 ‘수중관광크루즈기술’

Ÿ 차량 설계/제작 및 동력 전달 기술

Ÿ 승객 보호용 생명유지장치 개발,� 긴급 부상 시스템

Ÿ 케이블 지지구조 설계/시공 기술

주요성과

Ÿ 1차년도 :�수중관광크루즈 및 지지구조 설계 기술

Ÿ 2차년도 :�수중관광크루즈 프로토타입 제작

Ÿ 3차년도 :� 1차 수조 테스트 및 보완

Ÿ 4차년도 :� 2차 수조 테스트 및 최적안 도출

활용방안
Ÿ 기술의 관광 분야 적용

Ÿ 수중관광크루즈 트램 기술에 활용

과제명 2세부 :�친환경 수중관광단지 조성 기술 개발

과제목표 Ÿ 친환경 수중관광단지 조성 기술 개발

주요내용

Ÿ 수중관광인프라(관광단지)� 설계/시공기술(기존 기술 이용)

Ÿ 인프라 모듈화 기술

Ÿ 안전 확보 및 수중 통로 기술

주요성과

Ÿ 1차년도 :�기존 기술의 적용 및 개념 설계

Ÿ 2차년도 :�모듈화 기술 개발

Ÿ 3차년도 :�연결부 성능 평가 및 1차 수조 테스트

Ÿ 4차년도 :� 2차 수조 테스트 및 최적화 (안)� 도출

활용방안

Ÿ 수중과학기지에 활용

Ÿ 수중터널 연결부 기술에 활용

Ÿ 모듈화 기술은 해양 플랜트 기술에 활용 가능

과제명 3세부 :� 수중관광콘텐츠 기술 개발

과제목표
Ÿ 3D�프린터를 이용한 친환경 수중 생태 블록 개발

Ÿ 가상 및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수중관광 콘텐츠 기술

주요내용

Ÿ 압축강도 18MPa,� 인장강도 2MPa� 친환경 3D� 프린터 콘크리트 재료 및

역학 모델

Ÿ 인쇄 노즐 개념 설계 및 요소 기술 개발

Ÿ 원격제어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

Ÿ 캐릭터 기반 VR,� AR,� 미디어아트,�인터랙티브형 콘텐츠 기술 제작

Ÿ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주요성과

Ÿ 1차년도 :� 각� 요소 기술 개념설계(배합설계,� 노즐설계),� 콘텐츠 조사 및

분석

Ÿ 2차년도 :� 요소 기술 정립 및 모델링 알고리즘 개발(시스템의 1차 구성),�

가상현실 및 증가현실 기반 콘텐츠 기술 개발

Ÿ 3차년도 :�비정형 생태 블록 제작,�상호작용 콘텐츠 기술 개발

Ÿ 4차년도 :�비정형 생태블록 제작 검증,�지역특색 및 해양역사 콘텐츠 기술

활용방안

Ÿ 3D�프린터용 재료로 활용

Ÿ 수중 구조물 유지보수 재료로 사용

Ÿ 모델링 및 스캐닝 기술의 경우 타 기술에도 적용

Ÿ 소파블록 등의 제작에 사용 가능

Ÿ 수중 관광 콘텐츠의 다변화 및 관광산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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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4세부 :� ICT� 기반 안전 및 제어 기술

과제목표 Ÿ ICT기반 수중 관광 인프라 안전 및 제어 기술 확보

주요내용

Ÿ IoT� 기반 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Ÿ 수중 인프라 안전정보 전송을 위한 수중 통신 기술

Ÿ 수중관광인프라-육상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거리･고용량 해양통신 기술

주요성과

Ÿ 1차년도 :�환경변수도출,�플랫폼 설계

Ÿ 2차년도 :�핵심 장비 개발 및 광통신 기술 개발

Ÿ 3차년도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시스템 및 음향 통신 기술개발

Ÿ 4차년도 :� IoT� 플랫폼 요소 장비 기반 테스트 베드 구축 및 고도화

활용방안
Ÿ 수중 재난에 대응 가능

Ÿ 해양 재난 관리 등의 타 분야 안전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에 활용 가능

Ⅴ. 사전타당성 검토

□ 정책적 타당성

Ÿ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전략 73 및 84의 방향에 부합

    전략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Ÿ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기본계획(2012-2021) 내 해양관광자원 개발, 동해안 

생태관광 등 해양관광도시로 육성 계획에 부합

Ÿ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 및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2018.07.11)

에 부합

    고품격,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마리나, 크루즈, 수중레저산업)

    해양레저관광 하드/소프트웨어 구비(해양레저관광 공간 조성, 신규콘텐츠 개발, 

어촌관광 활성화 등)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해양레저관광 체험, 해양교육 문화 확산 등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중레저 적합해역을 해중경관지구(2개소, 제주

문섬, 강원도 고성)로 지정(‘18.下)하고 다이빙센터, 해중전망대 등 해중공원 시

범사업(‘20~) 추진 

□ 기술적 타당성

Ÿ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해중경관지구 계획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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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vi－

Ÿ 세부시설로 수중케이블 6.5km, 수중 케이블카, 부유식 정거장 및 연결도교(문섬

에 위치)를 배치하였음.

Ÿ 개념설계 모델 구조 검토 결과 최적 설계 시 타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Ÿ 시설계획에 대한 조감도는 아래 그림과 같음.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 설치 조감도

수중케이블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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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vii－

□ 경제적 타당성

Ÿ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해중경관지구 계획지역) 내 본 기술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

에 유사시설 (수상산책로, 수중전망대, 해중터널 등으로 구성된 사례)의 공사비 

산출 금액과 비교 수행

Ÿ 유사사례 시설 조성비 대비 약 53% 경제성 확보

Ÿ 유사 해중전망대 이용요금(울릉 천부해중전망대의 경우 성인 4000원/인), 잠수함 

이용요금(서귀포 잠수함 지아호의 경우 성인 55,000원/인)을 고려 시, 잠수함과 

수중전망대의 중간요금(20,000~30,000원/인)으로 책정을 하여도 시설 투자비용 대

비 상대적 수익성 우수

Ÿ 제주지역 관광잠수함 연간 이용객수(50만명)를 고려할 때, 새로운 형식의 수중관

광시설(케이블카) 도입에 따른 신규 관광객 창출 효과

Ⅵ. 연구개발결과의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Ÿ 수중 복합 인프라의 건설기술 확보와 실증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 세계최초

의 수중 복합 관광인프라 건설 기술 확보

Ÿ 수중산책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노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제적 해상연결 방안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행 기술 

실현

Ÿ 내수면의 연결통로에 수중산책로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확보와 실현 

가능성 확보

□ 경제적･산업적 측면

Ÿ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국제 관

광도시 콘텐츠 제공하여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의 동력을 제공

Ÿ 수중관관인프라 활용한 새로운 공간 창출 건설기술의 확보를 통한 수중 인프라 

세계시장 선점

□ 사회적 측면

Ÿ 점차 황폐화되어 가는 연안 생태계 복원의 관심과 투자 모델을 제공

Ÿ 복합 인프라 에너지 자체 해결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의 성공적 사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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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술개요

○ 친환경 수중관관인프라 기술은 인간이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시설물을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의미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중구

조물, 수중이동 시스템, ICT 기반 안전관리 및 제어기술, 수중생태환경 활성

화 기술, 콘텐츠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함.  

[그림 1.1.2] 기획 대상 기술 모식도

1.2 기획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연구의 배경

  현재 수중관관인프라 기술은 전망대 방식의 것으로 내부 공간이 협소, 수중조망

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음. 눈으로만 보는 박물관형식

의 관광인프라가 아니라 직접 즐길 수 있고 안전한 관광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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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공간에 대한 이해

○ 바다는 공간적 차원에서 수상, 수중, 해저 등으로 구성된 ‘해양 자체’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영역의 경우 해양 지배의 영역으로 해양 자체가 

가지는 ‘On’(해양에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해양 자유의 측면

에서 서로 다른 육지를 연결해 주는 ‘통로’의 영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통

로’의 영역은 외부(다른 육지에서)에서 해양을 통해서 접근하는 의미를

‘Through(해양을 통해서)’라는 영역과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부터 접근을 의미

하는 ‘From(해양으로 부터)’의 영역을 가지고 있음.

○ 해양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해양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영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

는 상황임.

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 연안 지역은 여름철 휴가기간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국민의 휴양 공간으

로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변에서 나아가 요트･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 

레포츠 활동이나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 해중 레저 활동도 증가하고 있음.

○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관광은 일자리창출*

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주목

   * 취업유발효과(10억원당 취업자수) : 서비스업(7.3), 제조업(8.8), 관광업(18.9)

  - UN관광기구는 관광인구가 ‘30년 18억명(‘15년 12억)까지 증가하며, 미래 10

대 관광트렌드*의 절반이 해양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해변, 스포츠, 생태, 농어촌, 크루즈, 문화, 도시, 모험, 테마파크, 국제회의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의식의 저변확대로 여가활동 시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여가 활동에서 해양레저･관광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점차 확대됨. 

  - 해양관광 수요는 강릉선 KTX와 고속도로(상주 영덕) 개통 등 해안지역 접

근성 개선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로 증가 전망

“와이키키같은 여기... YY키키 양양입니다-서핑인구 10만↑”(’18.5.24, C일보)

“낚시인 700만 시대, 등산인 이겼다-낚시어선 이용객만 400만”(’18.4.19, S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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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6대 광역시 조사(’17 해양관광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양관광 이용경

험은 99.3%로 해양레저, 어촌체험마을, 해양스포츠 등 다양화*

    * 해수욕장 99%, 도서관광 45%, 해양레저 26%, 어촌마을 26%, 해양스포츠 21%

○ 모바일･온라인･SNS를 통한 정보공유와 예약으로 접하기 어렵던 수중 레저, 

마리나,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수요 증가세

  ※ 최근 YOLO(you only live once)족의 증가와 For Me여행(럭셔리 여행) 트렌드 확산

으로 고부가가치 해양관광(크루즈, 마리나 등) 수요는 지속 확대 전망

○ 생활수준 향상 및 고령화 등으로 힐링,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

어 국내 웰니스(wellness) 관광시장도 지속 확대 전망

   * ‘15년 세계 웰니스 관광규모는 5,630억불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 중

   ** 국내 고령친화산업 ‘12년 27조 → ’20년 73조원 성장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

1.2.2 연구의 필요성

  융복합 및 4차 산업 기술개발에 해당하는 수중관관인프라기반기술은 해양 관광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가. 기술적 측면 

○ 친환경 수중 관광인프라 설계 및 시공 기술

  - 해양플랜트 기술과 해양 토목기술을 수중관광인프라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할 

수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건설된 사례가 적음. 

  - 기존 인프라 건설기술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술로서 친환경적인 인프

라 건설기술과 해양생태계구축기술의 조화가 필요 

  -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맞는 인프라 구축 필요(다이빙 포인트, 수

중 낚시 등)

○ 수중인프라 연결을 위한 수중이동기술

  - 관광객이 수중산책로에서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합된 기

술이 필요 

  - 토목, 조선, 해양, 기계 등의 다학제 간에 걸친 기술 공유와 협업 그리고 산

업, 학계, 연구소에 의한 공동 연구 들이 필요 

  -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설계 및 시공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

구개발을 통하여 기준과 대책의 수립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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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에서 환경파괴 및 시공 시간의 최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립식 시공

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 

○ 수중생태 환경조성 및 관광자원화 기술

  - 국가 및 지역의 문화관광 상품으로써 레포츠와 연계할 수 있는 수중 환경조

성 필요 

  - 신개념 관광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체험과 심신의 재충전을 

위한 관광 자원의 구축 필요 

○ ICT 기반 수중관광인프라 안전 및 제어 기술

  - ICT 기술을 기반으로 수중구조물에 적용하는 기술 분석 및 분류 도출 필요

나. 경제･산업적 측면

○ 친환경 수중 관광인프라 설계 및 시공 기술

  - 수중 인프라 건설기술확보를 통하여 기술의 해외 수출이 필요

○ 수중인프라 연결을 위한 수중이동기술

  - 관광객의 증대에 맞도록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뛰어난 수중산책로 기

술이 필요

  - 육상에서 모듈식으로 제작한 후 해상에서 조립하여 완료할 수 있는 기술의 

실현화가 반드시 필요

○ 수중생태 환경조성 및 관광자원화 기술

  - 관광 연계형 수중 생태 구축을 통한 지역의 수익 증대와 수중환경의 구축 필요

  - 생태관광*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 관광시장의 7% 점유하는 것으로 추

정(세계관광기구, ’07)

  - Economy Watch는 생태관광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씩 지속 성장할 것으

로 전망 

  - 1960년대 이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세계 해중레저인구는 600만명으로 추산

되고 있으며, 연간 시장규모는 40~60억 달러로 추정

다. 사회･문화적 측면

○ 친환경 수중 관광인프라 설계 및 시공 기술

  - 친환경적인 수중관관인프라 구축기술을 확보하여 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역민

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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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인프라 연결을 위한 수중이동기술

  - 수중산책로 구축을 통하여 인간이 쉽게 수중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

공 필요 

  - 수중생태구축을 통하여 수중 산책로에서 직접 수중을 볼 수 있는 기술 확보 

필요 

○ 수중생태 환경조성 및 관광자원화 기술

  -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의 개발 필요 

  - 과거의 수동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스릴을 직접적으

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필요

  -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광객유치 등을 위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해당지역에 맞는 수중 콘텐츠 개발과 이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 필요 

○ ICT 기반 수중관광인프라 안전 및 제어 기술

  - 안전한 수중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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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획연구 목표 및 내용

1.3.1 기획연구 목표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친환경 수중 관광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

보를 위한 중장기 융복합 기술 개발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연구과제 도출 및 

추진계획 수립에 있음

○ 국내 수중관광을 위한 해양레저활동과 관련된 기초 환경 분석 더불어 활동

상의 제약요인,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연안지역에서의 수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 개발과제 도출은 물론 정책 방향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중관광인프라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기본 계획수립

○ 둘째, 수중관광인프라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서(RFP) 작성

[그림 1.1.2] 기획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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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기획연구 세부목표 및 내용

 • 시장 및 기술 동향분석

   - 국내외 전반적인 기술 및 향후 전망 분석

   - 특허, 논문, 연구개발과제 동향 분석

 • 기술수준분석 및 기술개발역량 분석

   - 요소기술 분석(친환경 수중관광 인프라 구축 기반기술, 수중이동기술, 수중생

태계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화 기술, 콘텐츠 기술, ICT 기반 수중인프라 안전 

및 제어 기술 등)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제시

   - 비전 및 목표 설정

   - 핵심연구개발 세부과제 도출

   -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범위 설정

 • 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제시

   -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기술별 성과수준 제시

   - 연구과제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적 성과지표 및 정성적 성과지표 도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도출

 • 연구개발 타당성분석 (정책, 경제, 기술적 타당성)
 • 과제제안요구서 RFP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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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획연구의 추진방법

기본 원칙

 • 해양공학, 생태, ICT, 에너지, 인문학 분야의 융합 연구과제 도출

 • 기획과정에서 내외부 관련전문가 및 기술수요자의 의견 수렴

  - 내부참여연구원과 산학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구성

  - 기획위원회에 연구 분야, 학계 분야, 정부정책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단계별 전문가 및 예상 수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분석 및 통계분석과 기

술분류 체계 구축, 수요분석, 핵심과제 선정평가에 활용

  - 기획연구 성과의 도출 단계별로 회의 실시하여 기획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이외

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

수행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기획(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총괄 동향분석 비전수립 과제도출 추진전략수립

� �▪ 총괄
� � � � -� 세부연구과제별 취합 및 조정

� � � � -� RFP작성

� �▪ 환경분석
� � � � -� 국내외 관련 정책･시장현황 및 전망분석
� � � � -� 관련 인프라,�기술수준 및 R&D�투자현황 분석

� �▪ 비전수립
� � � � -� SWOT� 분석 및 비전제시

� � � �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목표 및 연구범위 설정

� � � � -� 연구개발사업의 최종성과물 제시

� �▪ 과제도출
� � � � -� 전문분야별 역량 극대화를 위한 핵심과제 도출

� �▪ 추진전략수립
� � � � -� 추진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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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부 기획위원 외부 자문위원

오명학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지반공학 김승준 대전대학교 교수

권오순 해양공학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지반공학 고성훈 건일 전무

박우선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구조공학 지창환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
장인성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책임연구원 지반공학

강지영 단국대 교수
한택희 연구개발실 책임연구원 구조공학

김정수 이수특허 변리사
백승재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정보통신

원덕희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구조공학

신창주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기계공학

김지훈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선임연구원 에너지

송유재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선임연구원 ICT

박용주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 책임기술원 수산양식공학

오승용 해양생물자원연구단 책임연구원 양식학

박흥식 해양생물자원연구단 책임연구원 해양생물

박세헌 해양신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자원경제학

박해용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연구사업인력 지반공학

서지혜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연구사업인력 해양공학

장은이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연구사업인력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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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 및 역량 분석

2.1 정책 동향

2.1.1 국내 정책동향

가. 관련 제도 검토

1) 해앙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구 분 내 용

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
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

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

련하고,�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
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2.1.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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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법제처(www.law.go.kr)

2) 해중경관지구  

○ 목적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바다 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역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해 해중경관을 보호하고 수중

레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해중경관지구는 동해와 서해, 남해, 제주 등 4개 권역별로 1곳씩 정해지며, 

2018년 6월 전국 연안권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2018

년 10월 당시, 동해는 강원 고성군과 경북 포항시, 울산광역시, 남해와 제주

권은 부산광역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공모에 응하였으며 서해권에서는 신청

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없었음.

  - 잠수･관광･토목건설 등 3개 분야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사수행

  - 해중환경(45점), 개발여건(20점), 지자체 사업계획(30점), 신청서 작성(5점) 등 

4개 항목 10개 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정량･정성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권역별 1곳씩 지구 지정을 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시범사업지구

로 선정해 2019~2021년 국비 225억원을 지원할 계획

  - 그 결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의 보도자료(2018.11.05.)에 따르면, 강원

도 고성군 죽도와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됨.

  - 해중경관지구로 선정된 강원도 고성군 죽도 인근해역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며, 제주조 서귀포시 문섬 일대는 국내 최대 연산호 

군락으로 빼어난 수중경관을 자랑하는 곳임. 

  - 앞으로도 전국의 우수한 경관을 지닌 해역을 발굴하여 해중경관지구을 지속

적으로 확대 지정될 계획임.

구 분 내 용

시행령

제1조의2

(해양수산업)

법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태풍,�조류(藻類)�대발생,�조수(潮水)�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
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5.�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산업

시행령

제19조

(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

3.�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시설의 확충

4.�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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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강원도 고성군 죽도 인근 해역(송지호 해수욕장 일대)

[그림 2.1.2]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서귀포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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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대한민국)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

한 6대 추진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

건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기조 대두에 능동적으로 대응 필요

○ 기본 목표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 있는 매력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그림 2.1.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대한민국정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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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문화체육관광부)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전략으로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명품관광자원 

확충 및 관광개발 정책 효율화 등의 계획을 수립함

  - 해양관광자원 개발, 동해안 생태관광 등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표 2.1.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기본방향

추진전략

� -� 미래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新관광개발 영역 발굴
� (해양관광도시 지정 및 육성,�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수상관광레저

� �스포츠 기반 조성)

� -�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문화가 흐르는 도시관광 구축

� (도시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생태 및 문화 관광도시 개발,�도시 랜드마크의 관광

� �자원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시 이미지 확립)

지역경관에 기반한 관광 특성화 지역 육성

�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특성화 지역 육성,�도서지역 관광 활성화,�지역별 테마

� �발굴을 통한 지역 특성화,�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대구･경북
관광권

� “3대문화 역사관광의 거점”

� -� 3대문화권이 살아있는 한국 역사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

� -� 3대 문화권의 관광자원 및 생태자원 특화

� -� 백두대간과 낙동강,�동해안 해양축을 연계한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초광역

관광벨트

추진전략

� 동･서･남해안 관광벨트(동해안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결합한 ‘동해안 관광벨트’)
� -� 설악~금강권의 자연자원과 경주권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동해권 국제관광거

점을 조성

� -� 강원도 고성~부산을 연결하는 ‘해파랑길’�조성과 관광명소화 추진

[표 2.1.3]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전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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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전략별 추진과제에서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을 만들기 위해 

해중레저의 대중화기반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함

[표 2.1.4]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전략별 

추진과제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 해양치유관광 육성

 -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

 - 노후항만의 해양친수공간화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 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해중레저의 대중화 기반 조성

폐어선, 인공, 어초, 산호초 양성 등을 통한 해중경관 조

성 사업 추진

 - 마리나산업 고도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 해양문화시설 확충

 -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지역특화상품 개발, 랜드마크 조성 등 ‘연안도시’를 관

광상품화하여 여행객 체류기간 연장 및 재방문 촉진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 어촌의 관광자원화

 -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해안테마마을 조성

 - 섬관광 활성화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 동북아 크루즈 허브 실현

 -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 여수박람회장의 국제해양관광허브화

 -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유치

[표 2.1.5]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

자료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



제2장 환경 및 역량 분석

21

4)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2018.07.11., 해양수산부) 

비전 즐거움이 있는 바다, 바다가 있는 삶

정책
목표

 ◈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명 달성
※ ’17년 해양레저관광인구 580만명(해수욕장, 낚시, 단순 어항방문 제외)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

추 진 방 향 추 진 과 제

고품격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마리나 산업 기반 조성

  크루즈 산업 체질개선

  수중레저 산업 활성화 지원

  사계절 해양치유 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
하드 소프트웨어 구비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레저관광 공간 조성

  해양레저관광 신규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해양레저관광 체험활동 강화

  안전한 해양레저관광 환경 조성

  해양교육･문화 확산

기반구축 법･제도 정비 추진체계 확립 산업통계 구축

[그림 2.1.4]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에서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중레저 적합해역

을 해중경관지구(4개소)로 지정(‘18.下)하고 다이빙센터, 해중전망대 등 해중

공원 시범사업(‘2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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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선박 전용 계류시설과 다이빙 진입 계단 등 수중레저 활동에 필요한 

기초 시설 조성(어항 등 5개소, ’20년~) 추진

- (총괄법)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가칭) ｢해양레저관광발전법｣
과 ｢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제정(’18~) 추진

- (종합계획)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해양관광 발전계획

인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14~’23) 수정계획 수립(’18.12)

- (관광협의체)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관련부처,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18.下~)

    * 반기별 1회(필요시 수시), 해수부･문체부 차관(공동 의장), 지자체, 전문가 등

2.1.2. 국외 정책동향

가. 전망 

○ 해양관광레저 세계 시장규모 2020년 2,324억 달러로 확대 전망

- 1994년 UN 해양법 협약 이후, 해양 선진국들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레저공간으로

서 해양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세계해양산업협의회(ICOMIA)의 통계에 따르면 해양레저산업의 세계시장 규

모는 2006년 470억 달러에서 2010년 751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2020

년까지 2,32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세계관광기구(UNWTO)는 해양 레저분야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선정

하였으며 향후, 전세계 관광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 해양 문화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

- 해양레저를 대표하는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 등의 해양레저장비와 관련한 

시장 규모 검토를 통해 모터보트의 경우 2005년 170억 달러 규모에서 2015

년 280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세일링 요트의 경우도 2005년 80억 달러 규

모에서 2015년 130억 달러 규모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세계 판매선박 수는 2006년 2,300만 척에서 2010년에는 2,710만 척으로 증가

하였으며, 2020년 에는 판매선박 수가 3,847만 척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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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세 

○ 세계 해양생태관광

- 생태, 자연환경 보호 등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빠르게 성장

- 생태관광(Ecotourism)이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자연 자원을 체

험･관찰･이해하는 여행의 한 방식을 뜻함.

- 최근 자연보호, 생태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

반까지 전체 관광시장 성장률보다 3배 이상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으며 

2007년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전체 관광시장의 7%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

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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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2.2.1. 관련 국내기술개발 동향 

가. 울릉도 천부항 해양관광단지

○ 국내에서는 거제시 도장포 해중전망대, 제주특별자치도 섭치코지 성산포 해

중전망대 계획이 있었으나 모두 취소된 걸로 조사되어 천부항 해양관광단지

의 해중전망대가 국내 최초의 해중전망대 시설로 조사되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18-54번지 일원

사업규모
ㆍ전망대 1식,� 도교 107m,�잠제 220m

ㆍ면적 7,798m2(지하 1층,� 지상 2층)

전망대 설치수심/둘레 ㆍ6.0m� /� 12.0m

전망대 전망창 ㆍ전망수경 20개소,� 해상전망대 전망창 10개

수용인원 ㆍ30명

사업기간 ㆍ2009년 ~� 2010년 12월 준공

개략공사비 ㆍ216억원(2009년 기준)

사업위치

울릉도

[그림 2.2.1] 천부항 해양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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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천부항 해양관광단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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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장포 마을 해중전망대 (계획)

○ 국내 최초의 해중전망대 계획이며 세계최고의 해중터널식 관람시설로 기록

될 ‘아쿠아리움’을 설치하여 어종을 달리하는 3개의 전시관과 해중관람장 2곳, 

해중터널 등의 시설과 기념품 판매, 해상관망, 식음료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

는 해중전망대 주변에 수중호텔과 수중레스토랑, 수중레스토랑, 수중박물관, 

수상비행기, 공연크루즈 등 해양종합사업인 ‘토탈 마린플러스’ 건설이 계획 

중에 있었으나 2017년 현재 미시공중에 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221-1�도장포마을 앞바다

사업규모
ㆍ해중터널,�해중관람장 등

ㆍ면적 1,401m2(지하 2층,� 지상 1층)

사업기간 ㆍ미시공

개략공사비 ㆍ130억원(2007년 기준)

[그림 2.2.2] 도장포마을 해중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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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 성산포 해중전망대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4,177천㎡중 섭지지구 653천㎡에 

종합적으로 조성되며, 관광객은 전망대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도교 180m를 

통해 전망대 안으로 입실 할 수 있으며 관람시설 면적은 약 60평 규모로 계

획되었음.

○ 주차장 및 상가 해녀탈의장 부지 환원, 섭지코지 기존해안도로 및 해안선을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관광객 등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 통행 할 수 있음.

○ 주요시설로는 호텔, 콘도 미디엄 등 숙박시설은 물론 상가, 웰컴 센터, 해중

전망대, 해양주제공원 및 전시관, 해수 스파랜드 등이 포함되는 종합 휴양관

광지로 계획되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제주특별시 서귀포시 성산읍(섭지지구)

사업규모
ㆍ전망대 1식,� 도교 180m

ㆍ면적 653,000m2(지하 1층,� 지상 2층)

설치수심 ㆍ17.0m

사업기간 ㆍ계획유보

[그림 2.2.3] 성산포 섭지코지 해중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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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개관할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총예산 

1천100억원을 들여 부지 11만4천379㎡에 건축면적 1만2천260㎡의 3층 규모

로 건설되며, 과학관･해중전망대･야외전시장･숙박시설 등이 설치 예정되어있음.

○ 특히, 해양과학교육관 앞 청정바다에 설치될 해중생태체험관(전망대)은 수심 

6m 해저에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동해의 다양한 어종과 생생한 해저환

경을 감상할 수 있어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음.

○ 또한, 인접한 지점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어 해양 관련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

니라 울진이 새로운 해양과학센터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해변 일원

사업규모
ㆍ전망대(해중생태체험관)� 1식,� 과학관 1동,� 도교 1식

ㆍ면적 12,260m2(3층 규모)

설치수심 ㆍ6.0m

사업기간 ㆍ2017년 3월 ~� 2020년 6월

개략공사비 ㆍ1,100억원(2016년 기준)

[그림 2.2.4] 국립해양과학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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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강릉 해중공원･양양 체험마을･울진 해상낚시공원

○ 강릉시 경포해수욕장과 접한 사근진 바닷속 해중공원은 수중 20m에 설치한 

인공어초와 침몰 어선을 이용해 스쿠버 관광객들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할 

계획임.

○ 양양 체험마을은 파도가 강한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 최대 서핑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대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관광과 어업중심의 다기능 

종합관광어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변무대, 해상분수, 경관조명, 아치형보도

교량, 상징조형물 등을 건립 및 낚시터 구간 보강사업이 추진될 예정

○ 울진 해상낚시공원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355억원의 예산을 투입된 

울진 시범바다목장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동해안 맞춤형 체험관광단지 

시범조성지로 특히 후포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5분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길

이 470m의 해상낚시공원은 해상으로 길게 뻗어있어 낚시객들에게는 명품 포

인트로 알려져 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강원도 강릉시 사근진 앞바다

사업규모
ㆍ전망대 1식(80m)�완료

ㆍ면적 110만m2

설치수심 ㆍ20m

사업기간 ㆍ2017년 ~�

개략공사비 ㆍ1,100억원(2016년 기준)

 

[그림 2.2.5] 강릉해중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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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서귀포잠수함

○ 바다 낚시터로 유명한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문섬 주위의 바닷속 2.8km에 걸

쳐 잠수함을 타고 둘러보는 해저관광.

○ 대국해저관광(주)에서 운행하는 잠수함 ‘지아호’는 서귀포해저 중에서도 수중

경관이 가장 뛰어 나다는 문섬일대를 주요 운항코스로 잡고 있으며, 태풍･폭
풍주의보 때만 운항 중단되며 일년내내 하루12회 운행함. 

 

[그림 2.2.6] 서귀포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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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관련 국외기술개발 동향 

가. 부세나 해중공원

○ 오키나와 나고시에 있는 부세나 리조트는 해중공원지구에 위치하며, 이곳에

는 다양한 열대어가 생식하고 있어 유리바닥보트를 타고 열대어를 관찰할 

수 있으며, 해중전망탑에서는 류구성 같은 선명한 바다풍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음.

○ 오키나와에서 유일한 해중전망탑에서 바라보는 에메랄드그린색의 바다, 한장

면의 경치가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해중전망탑 안에는 옷을 입은 채

로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바다 세계를 즐길 수 있음.

○ 선명한 열대어가 기다리는 바다로~유니크한 고래모양 유리바닥보트를 타고 

바다속 산책이 가능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일본 오키나와 부세나 리조트내

사업규모
ㆍ해중전망대 1식,� 도교 1식

ㆍ건축면적 19.6m2

전망대 높이 ㆍ21.22m

설치수심 ㆍ8.2m

수용인원 ㆍ24명

[그림 2.2.7] 부세나 해중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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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라츠시 겐카이 해중전망대

○ “히가시마츠 우라반도(松浦半島)”는 동해의 한류와 동지나 해의 난류가 만나

는 곳으로 매우 풍요로운 바다자원을 갖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지역은 해중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중전망탑과 선저가 

유리로 되어 바닷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람선 등, 바닷속을 대상으로 하

는 관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일본 사가현 가라쓰시

사업규모 ㆍ해중전망대 1식,� 도교 1식

전망대 높이 ㆍ20.4m

전망대 설치수심 ㆍ7.3m

전망대 전망창 ㆍ24개소,�강화유리(70cm×40cm)

전망대 수용인원 ㆍ60명

[그림 2.2.8] 카라츠시 겐카이 해중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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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카라츠시 겐카이 해중전망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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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쿠시모토 해중공원

○ 일본에서 최초로 해양공원지구로 지정이 된 쿠시모토 해중공원은 7.8m의 해

저에서 마치 동화속 한 장면 같은 맑고 푸른 세계를 관찰할 수 있음.

○ 쿠시모토의 바다는 따뜻한 쿠로시오의 영향을 받아서 테이블 산호나 메지나, 

브다이등 열대, 아열대에서 서식하는 오색 찬란한 물고기들은 계절에 따라 

각기 톡특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약 270종 이상의 물고기가 관찰

되고, 수온이 낮을 때는 20종에서 여름이나 가을 등 수온이 높을 때에는 70

종 이상의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음.

○ 공원 안에는 약 500종, 5,000점의 쿠시모토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을 

전시하고 있는“수족관”, 바닷속의 환상적인 모습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해중전망탑”, 야외에서 실제 생활모습을 체험해 보는 “해중관광선” 등 다양

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일본 와카야마현 히가시무로군

사업규모 ㆍ해중전망대 1식,� 도교 1식,�해중공원 연구소 등

전망대 높이 ㆍ14.0m

전망대 설치수심 ㆍ7.8m

전망대 전망창 ㆍ40개소,�강화유리(Ø30cm)

전망대 수용인원 ㆍ50명

[그림 2.2.9] 쿠시모토 해중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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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쿠시모토 해중공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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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카츠우라 해중공원

○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우바라의 해안은 해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

고 있는 곳이며, 중앙의 해상 전망탑에서는 수심 8.2m의 바닷속에서 여러 종

류의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음

○ 해중전망대는 카츠우라 해중공원의 거의 중심에 있으며, 동양 제1의 규모를 

자랑하는 전망대임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일본 치바현 카츠라시 요시오,�우바라

사업규모 ㆍ해중전망대 1식,� 도교 1식 등

전망대 높이 ㆍ24.4m

전망대 설치수심 ㆍ8.2m

전망대 전망창 ㆍ24개소,�강화유리(70cm×40cm)

전망대 수용인원 ㆍ50명

[그림 2.2.10] 카츠우라 해중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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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카츠우라 해중공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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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Fisheye Marine Park

○ Fisheye 해중전망대는 다이빙 포인트로 인기가 많으며 유명한 피티밤 홀에 

위치하여 여러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으며, 해중전망대에 도착

하기 위해서는 도교 300m를 통해 진입이 가능함.

○ 해중전망대 도착 후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안전하게 바다 속으

로 들어가며 24개의 창(16개의 직사각형, 8개의 원형)으로 바다 속을 관찰할 

수 있음.

○ 일본의 선박건조 기술을 이용하여 전망대는 건조 되었으며, 높이 21m로 7층 

건물 높이와 비슷하고, 바다 위로는 12m, 바다 밑으로는 9m 이르며 무게는 

230ton으로 조사되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괌 피티밤 홀

사업규모 ㆍ해중전망대 1식,� 도교 300m,�방문자 센터 등

전망대 높이 ㆍ21.0m

전망대 설치수심 ㆍ9.0m

전망대 전망창 ㆍ24개소(직사각형 16개소,�원형 8개소)

[그림 2.2.11] Fisheye Marin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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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Fisheye Marine Park(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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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Coral World Ocean Park

○ 바다에서 31m 앞에 타워형태로 해수면에서 4.5m에 3층 구조로 해중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 면은 산호초로 감싸져 있음.

○ 2층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가 있어 커피와 피자, 케익 등을 즐길 수 있

으며, 실외 활동으로 거북이와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과 함께 수영과 스노쿨

링도 즐길 수 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위치 ㆍEast� End,� St,� Thomas,� Virgin� islands

사업규모 ㆍ해중전망대 1식,� 도교 1식 등

전망대 높이 ㆍ3층 규모

전망대 설치수심 ㆍ4.5m

[그림 2.2.12] Coral World Oce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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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Mission Bay Park

○ 추진과정

- 1925년 지역에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언트 롤러코스터와 실내수영

장을 도입해 미션베이 벨몬트 공원을 오픈하여 인기를 얻었으나 해가 지날

수록 방문객이 감소하자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함.

- 1944년 상공회의소에서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개발을 통해 수익을 확보

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함.

- 1964년 미션베이 해안가에 8.9ha의 해양 동물공원인 Sea World를 개장하였는

데 초기 도입시설은 돌고래관과 아쿠아리움 2개소로 개장. 첫 해 방문객이 

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었으며 샌디에이고에서 2048년까지 부지를 

임대해주고 590마일 이내에 Sea World 외의 해양동물공원 조성 불가방침을 

마련해줘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 1994년 샌디에이고 의회, 공원･레크리에이션 담당부서, 미션베이 파크 계획

가 22명 등이 모여 미션베이 파크 마스터플랜 팀을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마스터 플랜안을 구성하여 현재의 모습을 구축함.

○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 미션베이파크는 마리나와 공원을 결합한 임해복합 개발형의 세계 최대 워터

테마파크로 해안지형을 적절히 이용한 시설배치와 대상지 중심에는 관광･
레저 관련 시설을 외곽에는 Beach를 배치하여 매년 3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

치함.

- 해변가에 어뮤즈먼트(Beachfront Amusement)인 놀이공원을 도입하고 놀이와 

쇼핑, 식음시설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일원화된 공

간을 제공함. 

- 매년 열리는 Flow Boarding 대회, 서핑영화 관람 등 놀이기구 외 해양관광레

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에 일조함

- 여름에는 해변가에서 듣는 어쿠스틱 라이브 공연 등을 기획하여 방문객의 

흥미 유발 및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방문 수요를 

창출함.

- 또한 주･야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방문객 체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아와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놀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도입을 통해 방문 

유도를 활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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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Mission Bay Park

아. Ontario Place

○ 추진과정

-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 개최 이후 사후 활용방안으로 아트 쇼케이스와 새

로운 시설이 도입된 곳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의결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였으나 캐나

다 기금(Canadian Fund)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한 

디자인과 설계안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실시함.

- 1969년 3월 17일 시공에 착수했으며 4년 뒤인 1971년 5월 22일에 완공했고 

최종 시공비용은 2천9백만 캐나다 달러로 2016년 기준으로 한화 약 260억 

원을 기록함.

- 1971년 개장 당시 폭발적인 관심 증대로 인해 25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이

후 2009년까지 연간 백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해양관광지로 거듭남.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와 혁신에 집중한 허

브공간 조성과 친수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원, 해안가를 따라 워터프론트 트

레일 등을 조성하고 있음.

○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 전통적인 공원의 개념과 문화적･오락적･상업적 활동 등 다양성을 도입하려

는 계획하에 Waterfront Leisure Park를 설계함.

- 공간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눠 동쪽은 어린이 중심의 어드벤쳐 아일랜드로 

분류하고 중앙은 해양레저활동과 액티비티 중심의 마리나 빌리지, 서쪽은 

상업시설 등을 도입한 엔터테인먼트 플라자로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서비스

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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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 섬에 반구형태의 독특한 콘셉이 특징인 영화관을 비롯하여 넓은 산

책길과 마리나 시설, 격자형 다리로 연결된 수변 위 5개의 파빌리온 등이 

독특한 수변경관을 연출하고 친수 접점공간을 확대해 방문객의 흥미를 제고함.

- 놀이공원과 전시공간, 수중놀이기구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대규모의 복합 해양 

어뮤즈먼트 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방문객을 수용하는 위락시설을 도입함.

- 저녁 7시 이후에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부여한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연속적인 즐거움을 제공함.

[그림 2.2.14] Ontario Place

자. Saint John, U.S. Virgin Islands

○ 125명 정원의 유리바닥의 보트로 20개의 창문을 통해 암초 순항

[그림 2.2.15] Saint John, U.S. Virgin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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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Pemba Island, Tanzania

○ 인도양에 존재하는 탄자니아 펨바섬 근처에는 해변까지 뻗어 있는 떠다니는 

호텔인 만타 리조트가 있으며, 숙박시설 중 수중 방이 존재함. 

[그림 2.2.16] Pemba Island, Tanzania

카. Ithaa Undersea Restaurant 

○ 힐튼의 콘라드 몰디브 란갈리 아일랜드 리조트에 있는 7개의 레스토랑 중 

하나인 이타 해저 레스토랑은 16피트 깊이의 투명한 터널로 나선형 계단을 

통해 수중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음.

[그림 2.2.17] Ithaa Undersea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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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Museo Subacuatico de Arte 

○ 멕시코 칸쿤의 수중박물관은 6명의 조각가들로부터 온 500개의 조각품을 3개

의 갤러리에 모두 물 속에 설치해 놓은 것임. 

[그림 2.2.18] Museo Subacuatico de Arte 

파. Lovers Deep 

○ 러버 딥은 카리브해에 위치한 두 마리의 연인을 위한 믿을 수 없는 호화로

운 개인 잠수함이며, Mile Low Club으로 광고되어옴. 

[그림 2.2.19] Lover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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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아시즈리 해저관 Ashizuri Underwater Observation Tower

○ 아시즈리 우와카이 국립 공원 내에 있는, 시코쿠 유수의 투시도를 자랑하는 

해역에 세워진 높이 24M의 거대한 해중 전망탑으로 탑의 내부는 해상 전망

실과 해면 밑 7M의 해저에 모인 제대어와 사계절의 어군을 볼 수 있는 바닷 

속 전망실이 있음.

[그림 2.2.20] 아시즈리 해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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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와이탄 관광터널(外滩观光隧道) 

○ 상해 와이탄과 푸동을 연결하는 수저 터널, 와이탄 관광터널(外滩观光隧道)은 

푸동지역과 푸서지역을 가로지르는 황푸강 아래로 난 터널로, 페리와 메트로 

처럼 황푸강을 건널 수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

○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한 후 지하로 이어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작은 전차가 대기하고 있는 탑승장에 도착하며, 전차는 약 2~3분 간격으로 

출발. 한 차량에 약 10명의 인원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이 전차를 

타고 646.7m의 터널을 지나 푸동의 국제회의센터 남쪽에 닿음.

[그림 2.2.21] 상해 와이탄 관광터널

너. Alexandria Museum Project, Egypt

○ 알렉산드리아 도시 주변의 바다는 2000년이 넘는 역사적 사건이 담긴 곳으

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유명한 파로스 (Pharos) 유적과 프톨레마

이오스(Ptolemaic) 궁전 유적지가 있으며 인근의 아부키르 만 (Abukir)은 카노

푸스(Canopus)와 헤라클리온(Herakleion)의 고대 도시 침몰이 남아있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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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시대에 3번의 해전이 있었던 곳이라 수많은 난파선이 존재함. 

UNESCO와 이집트 문화부는 2006년 수중 박물관 설립 가능성 연구를 위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 할 것을 권고했음. 

[그림 2.2.22] ALEXANDRIA UNDERWATER MUSEU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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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잠수함 매너티(Manate)

○ 매너티는 에두아르도 갈바니(Eduardo Galvani)라는 디자이너가 선보인 컨셉트 

디자인 잠수함으로, 레버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잠수함을 조종하게 됨. 

[그림 2.2.23] 잠수함 매너티 

러. Aquaticar

○ Sub Sea Systems 사가 두바이에서 열린 무역박람회에서 선보인 새로운 승차

시스템 Aquaticar

○ 2인승 자동차에는 높이 조절식 좌석과 탑승자의 상체를 덮는 방수 캐노피가 

있어 수중 모험 중에 공기 방울을 제공함. 이 차는 수중 수영장으로 내려와 

운전자들이 다양한 환경을 거치거나 장면을 보여주면서 맞춤화된 트랙을 운

전함. 손님들은 차량을 조종할 수 있지만 정해진 선로를 벗어날 수는 없음.

[그림 2.2.24] Aquati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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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생태활성화 관련 기술개발 동향 

○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에서 각종 레저활동 시 볼거리 제공이 시야확보 시 

가장 중요하며, 그 중 콘크리트 구조물, 폐선, 폐타이어 등을 투하하는 인공

어초와 같은 생태블록을 이용한 수중생태공원 조성방법이 대두되고 있음.

○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여 연안생태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생

산성 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공어

초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폐선･폐타이어 등에서 나오는 독성 때

문에 오히려 바닷물이 오염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음. 실례로, 미국에서 1972년 바다 속에 200만 개의 폐타이어를 투하했다가 

30여 년이 지난 후 생태계를 파괴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음. 

○ 이에 따라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여 독성이 없고 튼튼한 동시에 수중관광 시 

호기심을 이끌만한 비정형적인 심미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생태블록 개발이 

필요함. 

○ 최근 1980년대 전에 개발된 기술인 3D프린팅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업

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기계 산업분야에서 의료분야, 항공 분야, 건설 

및 토목분야 등으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음. 그 중 콘크리트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 및 토목분야에의 활용이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생태블록의 형상을 다양화할 수 있음. 

가. 이탈리아, 산호초 및 어초

○ 이탈리아의 발명가 Enrico Dini는 3D 콘크리트 프린터를 이용하여 해수계 

binder와 모래의 혼합물을 사용한 산호초 및 어초를 제작함.

[그림 2.2.25] 이탈리아 Ebrico dini, 3D프린터를 이용한 산호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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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거푸집 프린팅

○ 일본의 다케나카(TAKENAKA社)와 게이오대학이 공동으로 3D프린터로 콘크

리트용 형틀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 기존의 방식보다 적은 비용과 인력으

로 복잡한 형태의 콘크리트 기둥이나 벽 등을 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

여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 아직 실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2020년까지 실용화할 계획으로 복잡하고 다양

한 형태의 거푸집 활용 가능

[그림 2.2.26] Concept of Mold Printing Type

다. 일본, Ocean Spiral 프로젝트

○ 일본 Shimizu 社에서 수심 3,000~4,000m의 해저에서 수면을 향해 우뚝 선 미

래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

○ 재료는 콘크리트 대신에 굳는 시간이 빠른 수지를 쓰고, 투명 아크릴판과 섬

유강화 플라스틱(FRB)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재를 활용하여 거대한 3D 

프린터로 건설할 계획인데, 총공사비는 3조 엔(약 28조 2,600억원), 공기는 5년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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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Ocean Spiral 프로젝트

라. 네덜란드, 카머마커 (Kamer Maker)

[그림 2.2.28] Kamer Maker

○ 카머라커란 방만드는 기계라는 뜻으로 네덜란드의 건축설계사무소인 DUS 

Architecture社에서 3D프린터 업체인 울티메이커社의 가정용 3D프린터를 대

형 사이즈로 크기를 키워 만든 건축 시공용 3D프린터. 유닛별로 프린팅하고, 

프린팅 된 유닛을 조립하여 시공하는 방식

○ 재료로는 종래의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재생 가능한 바

이오플라스틱을 이용하며, 한번 사용한 재료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어 건축

폐기물을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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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내구성과 원재료의 절약을 위해 건축물 내부는 벌집구조를 사용하

고 있으며, 현재 암스테르담 북부에서 ‘3D Print Canal House Project’에서 사

용되고 있음.

마. 중국, 윈쑨 (Winsun New Materials)

○ 중국의 윈쑨 장식설계공정회사에서 미국의 컨투어 크래프팅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건축 3D프린터. 공장에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주요 구조물을 프린팅

하고,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방식

○ 재료로는 시멘트에 유리섬유와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며, 한번 사

용된 건축자재들은 재가공을 통하여 시공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음.

○ 중국 상하이 공업단지에서 실험적인 형태의 시공이 이루어졌으며, 24시간 동

안 200㎡ 규모의 소형주택 10채를 시공함.

○ 2016년에는 두바이에서 3D 프린팅 부재로 지은 오피스 빌딩 ‘오피스 오브 

더 퓨처’를 선보인바 있음.

[그림 2.2.29] Winsun New Materials

바. 미국, 컨투어크래프팅 (Contour Crafting)

○ 컨투어크래프팅은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에서 Robotic Construction System 기술을 바탕으로 Behrokh Khoshnev 교수가 

개발. 기존의 시공방식에 비하여 안전하고, 비용과 시간이 단축 될 수 있으

며, 건축물 폐기물을 재가공하여 재이용할 수 있음. 컴퓨터로 작업한 건축물

을 3D프린터를 이용하여 한 번에 프린팅 하는 형식.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기술 기획연구

54

○ 자연재해나 난민 등 주거난이 심한 지역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극한의 환경 예를 들면 사막이나 남극, 더 나아가 달과 같은 우주공간처럼 

사람이 직접 공정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곳에서도 무리 없이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림 2.2.30] Contour Crafting

사. 한국형 적층조형설비

○ 남서울대학교 권홍규 교수 연구팀은 Movable Side Trowel 및 CC (Contour 

Crafting)의 노즐모양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조립시공이 가능한 콘크리트 3D 

프린팅을 이용한 토목용 2차 구조물 제작에 힘쓰고 있음. 

○ Trowel 구조를 도입하여 3D프린팅 공법의 핵심적 단점인 외부표면을 매끄럽

게 하면서 3D 자유형상을 제작하는 것임. 현재의 이 공법은 시멘트를 이용 

하여 구조물의 부가구성물뿐만이 아니라 전체구조물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

을 목적으로 함. 또한 각층의 두께 및 폭이 일반 3D프린팅 공법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게 함으로 건설 및 토목분야의 적용이 가능함.  

[그림 2.2.31] 한국형 적층조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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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페인, 미니빌더 (Minibuilders)

○ 미니빌더방식은 스페인의 IAAC(Institute for Advanced Architecture of Catalonia)

에서 개발된 방식으로, 고정된 3D 프린터가 프린팅하는 방식이 아닌, 무한궤

도를 장착한 3D 프린터 드론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프린팅 하는 방식.

○ 다른 3D 프린터 방식과는 달리 프린팅 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에서 자유로

우며, 여러 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그림 2.2.32] Minibuilders

자. 스페인, 마테리얼 (Mataerial)

[그림 2.2.33] Mataerial

○ 마테리얼방식은 스페인의 IAAC에서 개발된 방식으로, 장비팔을 이용하여 실

모양의 구조체를 공중에 자유로운 형태로 분사하는 방식.

○ 사용하는 재료로 처음에는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하였지만, 현재는 금속을 이

용한 프린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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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러시아, 아피스 코어 (Apis Cor)

○ 러시아에서는 2017년 3월, 37평방미터, 11평 정도의 주택을 하루만에 10,134

달러의 건축비로 현장에서 직접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집을 출력함.

[그림 2.2.34] 아피스 코어(Apis Cor)



제2장 환경 및 역량 분석

57

카. 네덜란드, 임대주택

○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3차원(3D) 프린팅 주택이 

건설 계획을 발표함. 

○ 친환경 신도시 개발지구인 보스레이크에 2023년까지 총 5채의 집을 콘크리

트 3D 프린터로 지어 임대주택단지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네덜란드의 부동

산 투자 회사인 베스테다가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 

[그림 2.2.35] 네덜란드 임대주택 계획

2.2.4 관련 콘텐츠 기술개발 동향 

○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수중의 이동체, 탈것(vehicle)들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

음. 수중관광 상품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바닷속 거리에 대한 문제를 

기존의 잠수함이나 기차 등의 탈것들로써 해결하는 방안들도 있겠지만 좀 

더 새로운 형태의 탈것이나 캐릭터와 스토리와의 접목을 통한 ride를 제안하

는 것이 필요함. 

○ 아무래도 지상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해양 속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시, 다

양한 콘텐츠(예를 들면 그래픽이나 상호작용 가능한 콘텐츠)와의 조화를 통

해 관람객들에게 지루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방문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

해 주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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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수중 생태계 스토리텔링

- 관광선 내 테마별 상호작용콘텐츠 설치

-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수중 콘텐츠 

- 가상현실을 활용한 바닷속 스쿠버 다이빙 체험 등

가. 부산 아쿠아리움 스폰지밥 수중시티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위치한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 메인수조(3,000t 규모)

에 조성된 ‘스폰지밥 수중 비키니 시티’는 각각 2m 크기의 스폰지밥과 친구

들이 수조 곳곳에서 다양한 포즈로 취한 채 관람객들을 맞이했음(2015.12~ 

2016.03)

[그림 2.2.36] 스폰지밥 수중시티

나. 니모를 찾아서 라이드, SeaWorld San Diego

○ 디즈니월드 내의 니모를 찾아서 ride는 관람객들이 실제 잠수함을 타고 바닷

속으로 들어가 잠수함 창문을 통해 실제처럼 꾸며 놓은 바닷속 세상과 니모 

캐릭터들을 관람할 수 있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브랜드를 재건하고 부진한 관중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에이커

를 횡단하는 대표적인 잠수함 탑승을 특징으로 하는 주요 수족관 기반 관광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세계적인 해양생물 탐험을 흉내내도록 설계된 오션 

익스플로러(Ocean Explorer)는 방문객들에게 작은 잠수함을 통해 새로운 

SeaWorld 영역을 항해할 때 수백 마리의 다채로운 해파리들과 함께 거대한 

문어와 거미 게에 대한 근접한 광경을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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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7] 니모를 찾아서 라이드

다. 디지털아트 뮤지엄, 일본

○ 일본 도쿄에서 개장한 ‘모리 빌딩 디지털아트 뮤지엄 팀 램 보더리스’전시회

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아트 박물관. 

[그림 2.2.38] 디지털아트 뮤지엄 

라.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 바다 속 생물들을 미디어 기술을 통해 실감 영상으로 제작하여 수중 시야에 

상관없이 생생한 바다 속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2.39] 미디어아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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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어린이용 인터랙티브존

○ 서울 여의도 아쿠아플라넷63에 상설 운영되는 것으로 바다와 해양생물을 테

마로 꾸몄고 관객 움직임에 반응하는 실시간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됨.

[그림 2.2.40] 인터랙티브존 

바. 더블루 (the Blue) VR

○ 고해상도의 가상현실 영상을 통한 바다 콘텐츠를 통해 직접 바다 속 여행을 

경험. 바다 생명체들과의 상호작용 콘텐츠

○ VR 콘텐츠 제작사 웨버Wevr가 제작한 <더블루: 시즌1>은 바닷속에 들어가 

거대한 향유고래를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상 체험 프

로그램으로,  산호초와 심해 생물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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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 더블루 

사. Water Light Graffiti

○ 물에 반응하는 LED를 활용하여 바닷물을 직접 만지고 LED에 불을 켤 수 있

는 체험을 하게 함. 

[그림 2.2.42] Water Light 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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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특허동향 분석 

가. 분석범위

○ 본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공개/등록특허를 특허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 기술트리에 부합하는 유효특허를 추출하였고, 1997년 1월 이후 출

원공개 된 유효특허 총 1,245건을 분석대상으로 함.

1) 분석대상 특허 검색 DB 및 검색범위

     (1) 분석대상 특허1)

자료 구분 국 가 검색 DB 분석구간 검색범위

공개 등록특허

(공개 등록일

기준)

한국 (KIPO)

WIPS� ON ~� 2018.12.
공개 및 등록특허

전체문서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표 2.2.1] 검색 DB 및 검색범위

� ※�정량 분석구간(특허동향분석,� 부상도 분석):� 1997.1.1.� ~� 2016.12.31.(출원년도)

� � � � 정성 분석구간(장벽도 분석):� ~� 2018.10.(출원년도)

 
2) 분석대상 기술 및 검색식 도출

     (1) 기술분류체계

본 분석에서는 착수 회의를 거쳐 도출된 기술분류를 확립하여 정량분석 및 정

성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대분류 중분류 기술 정의

수중관광

콘텐츠

인프라(A)

수중 이동체 기술(AA)� 수중 케이블카에 적용되는 기술

수중 구조물 기술(AB) 육지와 수중이 연결되는 구조물 기술

수중 안전관리 기술(AB) 수중 이동체 및 구조물의 안전관리 기술

[표 2.2.2] 분석대상 기술분류

  

1)� ※� 출원일 기준으로 분석하며,�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따라서 아직 미공개 상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7년 이후 출원된 특허는 그 정량적

의미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정량분석은 1997년 ~� 2016년까지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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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분류기준

본 분석에서는 수중관광인프라 개발에서 수중관광에 한정되지 않고 활용 가능

한, 해상 이동체 기술, 해상 구조물 기술,  안전진단 기술에 대하여 조사하였으

며, 각각의 분류에 따른 검색개요는 아래 표와 같음

대분류 중분류 공통키워드 검색개요(기술범위)

수중관광

인프라

(A)

수중 이동체 기술 (AA)� 수중 /� 물속

/� 해저 /�

잠수 /�

수륙양용 /�

바다

기차 /�트램 /�케이블카 /�곤돌라 /�리프트

수중 구조물 기술 (AB) 터널 /�레일 /�구조물 /�정거장 /�건물

수중 안전관리 기술 (AB) ICT� /�안전 /�제어 /�감지 /�모니터링 /�위치

[표 2.2.3] 분석대상 기술분류기준

  

     (3) 핵심 키워드 및 검색식 도출

본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각 기술분류별 특허검색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전담기

관과의 논의를 거쳐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각 소분류 기술별 

검색식을 작성함. 최종 검색식을 검색DB에 적용하여 얻은 로데이터(Raw Data)

의 건수는 다음 표와 같음.

중분류 검색식

수중

이동체

기술

(AA)�

(수중*�해저*�underwater*�Seabed*)�and� (이동체*�케이블카*�곤돌라*�리프트*�

Cable-car*�Gondola*� lift*�ship*�Elevator*)�and� (이동*�탐사*�잠수*�관광*�여

행*�mov*� Exploration*� tour*)

수중

구조물

기술

(AB)

(수중*�해저*�underwater*�Seabed*)�and�(터널*�레일*�선로*�구조물*�정거장*�

건물*� building*� tunnel*� rail*� structure*� station*)� and� (잠수*�관광*�여행*�

mov*� Exploration*� tour*)

수중

안전관리

기술

(AB)

((수중*�해저*�underwater*� Seabed*)� and� (이동체*�케이블카*�곤돌라*�잠수함

*�Cable-car*�Gondola*� lift*� ship*�Elevator*�터널*�레일*�선로*�구조물*�정거

장*�건물*� building*� tunnel*� rail*� structure*� station*)� and� (감지*�감시*�모

니터링*�안전*�신호*� Detection*� watch*� monitor*� safe*� signal*))

[표 2.2.4]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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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검색 건수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계

수중 이동체 기술 (AA)� 594 322 340 110 1,366

수중 구조물 기술 (AB) 265 754 74 242 1,335

수중 안전관리 기술 (AB) 980 554 429 151 2,114

총 계 1,839 1,630 843 503 4,815

[표 2.2.5]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Raw Data 건수

  

3) 유효특허 선별 기준 및 결과

앞서 도출된 키워드 및 검색식을 적용하여 얻은 로데이터(Raw Data)에서 본 특

허기술동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과 무관한 내용의 특허는 

분석에서 제외하고자 노이즈제거 기준을 연구자와의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 소분류별 국가별 유효특허를 추출함. 추출한 유효데이터를 대

상으로 본 조사 정량분석을 진행함.

대분류 중분류 노이즈제거 및 유효특허추출기준

수중관광

인프라

(A)

수중 이동체 기술 (AA)� 연결 및 이동 시설물 설계시공 기술

수중 구조물 기술 (AB) 터널,�레일 건물 등 해저 구조물 설계시공 기술

수중 안전관리 기술 (AB) ICT� 기반 수중관광인프라 안전관리 및 제어 기술

[표 2.2.6] 분석대상 기술분류

Raw-data 유효특허

4,815 1,245

대분류 중분류

유효데이터 건수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계

수중관광

인프라

(A)

수중 이동체 기술 (AA)� 45 104 195 78 422

수중 구조물 기술 (AB) 29 82 48 34 193

수중 안전관리 기술 (AB) 105 201 247 77 630

총 계 179 387 490 189 1,245

[표 2.2.7] 유효특허 선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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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기술동향조사 분석 방법

본 분석에서는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기술 개발 기술분야의 특허기술 LandScape, 

IP부상도 및 IP장벽도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함.

○ 특허동향분석

- 특허동향분석은 특허기술 Landscape와 주요 출원인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함

- 특허기술 Landscape에서는 조사대상국인 한국(KIPO), 미국(USPTO), 일본

(JPO) 및 유럽(EPO) 등 주요 국가별 기술개발 활동현황, 내･외국인 특허출

원 동향, 구간별 출원인수와 출원건수의 증감정도의 분석을 통한 특허 기술 

성장 단계를 분석함.

- 주요 출원인 분석에서는 상위 다출원인을 도출하여 해당 출원인의 기술 확

보력, 주력 기술분야, 특허출원 밀집도 등을 분석함.

○ 세부기술 동향분석

- 세부기술 동향분석에서는 조사대상국인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의 이

전 구간 대비 출원증가율, 출원 점유율 및 국가별 외국인 출원 증가율을 분

석하여 특허 관점에서의 해당 기술 분야 부상 정도를 판단함.

○ 심층분석

- 심층분석에서는 기술트리에 포함된 중분류와 관련된 유사기술을 구분하여 

해당 중분류 별 IP 주요특허를 선정함.

- 선정된 유사기술의 요지사항(요약, 대표청구항, 대표도면)을 첨부하여,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나. 국가별 Landscape 특허동향 분석

1) 주요 국가별 연도별 출원동향

○ (목적) 한국(KIPO), 미국(USPTO), 일본(JPO), 유럽(EPO) 국가별 특허기술 출

원 점유율을 통해 해당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파악 및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국가별 특허기술 출원의 양적 트렌드를 비교하여 타 국가 대비 국내의 기술

적 위치 파악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의 전체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다가 최근까지 완만한 형태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본 기술과 관련된 특허 동향에서 2001년을 제외하고 급격한 증가 혹은 감소

하는 영역은 나타나지 않음. 다만,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의 흐름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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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동향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후 미공개 구간의 출원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림 2.2.43]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에 대한 국가별 특허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KIPO) 

176건(14%), 미국(USPTO) 390건(31%), 일본(JPO) 491건(40%), 유럽(EPO) 188

건(15%)의 특허가 출원되어, 본 기술은 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기술을 점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구간 초기에는 일본의 출원이 정량적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2009년

부터 미국의 출원이 전체 특허 정량적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미국의 출원이 전체 특허 동향 형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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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첨단 공연 시스템 기술에서 한국(KIPO)은 176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

으로 나타나며, 분석구간 초기부터 2003년까지 연 10건 내외의 타 국가 대비 

적은 건의 특허를 출원하다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

고 있음.

- 한국 특허기술의 양적 흐름으로 기술 수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

우며 이후 심층분석을 통한 특허기술의 세부 내용 파악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음.

- 한국의 특허동향은 급격한 증가 혹은 감소 구간 없이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

타내고 있으나, 2009년에서 증가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해당 구간의 다출

원 기관을 살펴본 결과,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기업이 9건의 특허를 출원

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에서 미국(USPTO)은 390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

으로 나타나며, 분석구간 초기에 10건 내외로 출원을 유지하다가 2009년 기

점으로 증가하여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9년 이후로 전체 특허기술의 출원 증감 흐름에 영향을 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구간 초기에 미국은 일본에 비해 적은 출원건수를 나타내었으나, 2009

년 이후 전체 출원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꾸준한 출원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음.

○ (일본)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에서 일본(USPTO)은 491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

으로 나타나며, 분석구간 초기에 정량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최근까

지도 꾸준한 출원이 유지되고 있음.

- 초기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일정한 수의 특허기술 출원 흐름을 유지 하였으

며. 일본이 전체출원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본은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에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특허 출원이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 출원건수가 증가하

여, 지속적인 미공개구간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유럽) 첨단공연시스템 기술에서 유럽(EPO) 특허는 188건으로 분석구간 전체

에서 출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의 범위가 되는 유럽 특허는 유럽 개별국가별로 직접 출원한 특허가 아

닌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지정국을 정하여 출원하는 건이며, 타 국가 특

허와 비교적 기술적 중요도, 상품연계 가능성, 패밀리의 크기가 큰 특징이 

있음. 또한 글로벌 정책으로부터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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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특허기술의 증감 추세를 주도하는 구간 또한 나타나지 않으나, 유럽 

특허 자체의 기술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출원기관 및 유럽에 진출한 글로

벌 기업의 출원 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유럽 특허에서 분석 초기부터 최근까지 SINGLE BUOY MOORINGS INC, 

Technip France 등 기업의 출원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2) 주요 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 (목적) 수중이동체 기술(AA), 수중구조물 기술(AB), 수중안전관리 기술(AC) 

기술별 특허기술 출원 점유율을 통해 해당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 파악 및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기술별 특허기술 출원의 양적 트렌드를 비교하여 기술 

대비

○ 주요시장국의 세부기술별 출원건수 현황에 대한 그래프로 3가지의 중분류로 

분류하였음. 중분류는 수중 이동체 기술(AA), 수중 구조물 기술(AB), 수중안

전관리 기술(AC)으로 분류하였음.

○ 전체 기술분류별 출원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수중 이동체 기술(AA)분야가 전

체의 34%, 42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에 있어서 수중을 

이동 및 탐사가 가능한 기술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남.

○ 다음으로 구조물에 관한 (수중 구조물 기술(AB) 분야의 출원이 16% 193건을 

차지하였음. 수중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술을 위주로 탐색함에 따라 시

추 및 인양과 같은 해양 구조물을 제외한 결과 값으로, 가장 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후 수중안전관리 기술(AC)이 전체의 50% 630건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는 수중에서의 이동체 및 구조물에 빠질 수 없

는 안전관리 기술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44] 특허 기술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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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기술 성장단계

○ (목적) 분석 대상이 되는 전체 출원 기간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출원건수와 출원인수의 증감 변화를 토대로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기술 성장

단계를 파악, 한국(KIPO), 미국(USPTO), 일본(JPO), 유럽(EPO) 국가별 특허기

술 성장단계를 비교 분석

출
원
건
수

출원인수

1.�태동
신기술의 출현

특허와 특허출원인의 적은 증가

2.�성장
R&D의 급격한 증가,�경쟁의 격화

특허와 특허출원인의 빠른 증가

3.�성숙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일부 업체의 도태

특허 수의 정체,�특허출원인의 정체 또는 감소

4.�쇠퇴
대체기술의 출현,�기술발전의 불연속점 발생

특허 수의 감소,�특허출원인의 정체 또는 감소

5.�회복
기술의 유용성 재발견,�대체기술의 쇠퇴

특허와 출원인 수가 증가추세로 전환

[그림 2.2.45] 특허기술 성장단계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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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에서 출원건수의 증가는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을 의

미하고 출원인수의 증가는 기술시장에의 신규 진입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하며, 종합적으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의 동시 증가는 해당 기술 시장이 확

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허기술 성장단계 중 태동기 단계는 출원인과 출원건수의 증가가 시작되는 

형태로 이후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단계이며, 성

장기 단계는 출원인과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해

당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태

동기와 성장기의 구분은 분석 데이터의 모수 대비 해당 구간의 증가 건수, 

기술분야의 특성 및 출원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성숙기 

단계는 출원건수의 증가가 다소 주춤하고 출원인수가 감소하는 형태로 일부 

선진 출원인만이 출원을 유지하고 그 외 진입자들은 도태가 되는 단계임.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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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기 단계는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 모두 감소하는 형태로 해당 기술의 시장

이 위축되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회복기 단계는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기술 트렌드 및 신규 아이디어 등에 부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이 

재형성되는 단계로 판단할 수 있음.

○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구간의 설정은 전체 기간을 일정한 연간 단위로 구

간을 구분하되, 최근 급부상하거나 이슈가 있는 기술분야의 경우, 최근 기간 

등으로 한정하여 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음.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를 분석하고자, 전체 분석구간 20

년을 5년 단위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1구간(1997년~2001년), 2구간(2002년 

~2006년), 3구간(2007년~2011년), 4구간(2012년~2016년)을 설정하였음

○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의 성장단계는 그래프 상에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성장기로 해석할 수 있음

- 2구간에서 출원건수가 소폭 감소되었지만 큰 자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4구

간에서 출원인 증가폭이 살짝 낮아진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성숙기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 한국(KIP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성장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3구간에서 4구간까지 다수의 출원건 및 출원인이 증가를 하였으며,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전체 성장단계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1구

간에서 출원수가 낮아 상이할 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이 나타남.

○ (미국) 미국(USPT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증가되

고 있는 형태로 성장기 말기 혹은 성숙기 초기로 해석할 수 있음.

- 1구간부터 2구간 까지 증가폭이 미비하지만 3구간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가 

나타남. 3구간 이후부터 최근까지 출원인수의 증가률이 감소하여 이후 구간

에서는 출원인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 미국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3구간부터 전체 성장단계 형태와 유사하게 나

타남.

○ (일본) 일본(JP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감소하

였다가 점점 회복하는 회복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구간 이후부터 3구간까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쇠퇴기 단계의 형태가 장기간 나타나고 있으나, 4구간부터 출원인수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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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간 후반(2016년도)에 출원비중이 높아 이후 미공개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유럽) 유럽(EP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출원인수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로 

성숙기말기 혹은 쇠퇴기 초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구간부터 3구간까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였으나 이후 4구간에서 출원인수

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양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며, 감소량 또한 크

지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임.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의 성장단계는 지속적으로 상승유지되나 출원인수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형태가 발견되어 이후 구간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유지되

거나 출원건수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한국(KIP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미국(USPTO)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것으

로 나타나는 바, 한국 기술의 성장 속도가 미국보다 한 구간 가량 느리게 진

행되고 있음이 그래프 상에서 나타남.

○ 한국(KIP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미국(USPTO)을 쫓아가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구간에서 출원건수는 소폭 상승하고 출원인수는 증감

없이 유지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의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를 살펴본 결과, 국

가별 성장단계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한국(KIPO)과 미국(USPTO)의 경우, 성장기의 유사한 그래프 형

태로 초기 구간에서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가 함께 증가하였으며. 일본(JPO)

의 경우, 경제 침체로 2009년 이후로 전 기술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쇠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EPO)은 데이터 건

수가 적어 성장단계 분석의 효용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나. 경쟁자 Landscape 특허동향 분석

1) 주요 출원인 현황

     (1)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현황 분석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과 관련하여 일본 국적 기업인 MITSUI E&S HOLDINGS 

CO LTD, HITACHI-GE NUCLEAR ENERGY LTD, IHI CORP, TOSHIBA CORP 

유럽 기업인 Technip France, Single Buoy Moorings Inc, ATLAS ELEKTRO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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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H, WFS Technologies Ltd. 등이 최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술은 다출원 기준으로 일본 및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다출원 기준 순위 내 

진입하고 있음.

○ 다출원 기준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주요 출원인의 국적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일본 국적의 기관 및 기업이 40%, 유럽 국적의 기관 및 기업이 40%, 한국 

국적의 기관 및 기업이 20%를 차지하였음. 주요 출원인의 기관특성 비중을 

살펴본 결과, 출원인 중 100%가 산업계로 나타나, 해당 기술은 산업계의 연

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출원 기준 상위 10위의 주요 출원인 중 타 국가 대비 유럽 국적 기업이 

자국 외 출원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국적 기업인 Technip 

France, 네덜란드국적 기업인 Single Buoy Moorings Inc.는 자국 외 미국에도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일본의 MITSUI E&S HOLDINGS CO LTD, 

HITACHI-GE NUCLEAR ENERGY LTD는 자국 및 유럽 외 미국에도 특허를 

출원하였음. 

순위 출원인 국적 기관 성격 출원 건수

1 MITSUI� E&S� HOLDINGS� CO� LTD JP 산 43

2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KR 산 33

3 HITACHI-GE� NUCLEAR� ENERGY� LTD JP 산 24

4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KR 산 23

5 Technip� France EP(FR) 산 20

6 IHI� CORP JP 산 19

7 Single� Buoy� Moorings� Inc. EP(NL) 산 16

8 TOSHIBA� � CORP JP 산 13

9 ATLAS� ELEKTRONIK� GMBH EP(DE) 산 12

10 WFS� Technologies� Ltd. EP(GB) 산 11

[표 2.2.8]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그림 2.2.47]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상위 10위)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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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별 주요 출원인 현황 분석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과 관련하여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별 다출원 

기준 주요 기관 및 기업을 살펴본 결과, 한국(KIPO)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

사 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자국 국적의 기관 및 기

업이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USPTO)의 경우 Technip 

France(FR), WFS Technologies Ltd.(GE) 등의 유럽 국적 기업이 다수로 특허

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JPO)은 MITSUI E&S HOLDINGS CO LTD, 

HITACHI-GE NUCLEAR ENERGY LTD 등의 자국 국적의 기관 및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유럽(EPO)은 프랑스 국적 기업인 Technip France, 

네덜란드 국적 기업인 SINGLE BUOY MOORINGS INC. 등 다양한 국적의 

기관 및 기업이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순위

KIPO USPTO JPO EPO

출원인

(국적)

기관

성격

출원

건수

출원인

(국적)

기관

성격

출원

건수

출원인

(국적)

기관

성격

출원

건수

출원인

(국적)

기관

성격

출원

건수

1
대우조선
해양
주식회사

산 33
Technip�
France
(FR)

산 12

MITSUI�
E&S�

HOLDINGS�
CO� LTD
(JP)

산 43

SINGLE�
BUOY�
MOORINGS�
INC.

산 12

2
삼성
중공업
주식회사

산 23

WFS�
Technol
ogies�
Ltd.(GE)

산 11

HITACHI-
GE�

NUCLEAR�
ENERGY�
LTD(JP)

산 24
Technip�
France

산 8

3
한국해양
과학
기술원

연 9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연 8
IHI�

CORP(JP)
산 19

ATLAS�
ELEKTR
ONIK�
GMBH

산 6

4
한국해양
연구원

연 6

ATP� Oil�
&� Gas�
Corporat
ion(US)

산 7
TOSHIBA�
CORP(JP)

산 13 THALES 산 5

5

포항공과
대학교
산학
협력단

연 3

Atlas�
Elektronik�
GmbH
(DE)

산 6
NEC�

CORP(JP)
산 9

Bluewater�
Energy�
Services�
B.V.

산 4

[표 2.2.9] 국가별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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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출원인의 기관 성격이 한국(KIPO)

의 경우, 학계 및 연구소의 특허 출원이 활발하고, 그 외 미국(USPTO), 일본

(JPO), 유럽(EPO)은 산업계의 특허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과 비교하여, 본 수

중관광 인프라 기술은 한국(KIPO)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연

구원,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의 대학･연구원이 순위 내 진입하고 있

어 연구계의 연구개발 및 출원 활동이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술 분야는 타 기술분야 대비 연구계의 연구개발 및 출원 활

동이 매우 활발한 분야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한국(KIPO)을 비롯한 미국(USPTO), 일본(JPO), 유럽(EPO) 모두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으로 산업･기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주요 국가 

전체에서 본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의 시장성 및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음.

2) 주요 출원인 출원동향

○ (목적) 주요 출원 기관 및 기업의 출원건을 세부기술별로 구분하고 보유 제

품 및 연구개발 내용을 연결하여 각 기관 및 기업별 주력 세부기술분야 및 

공백 영역을 파악

[그림 2.2.48] 주요 출원인 국가별/기술분류별 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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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9] 주요 출원인별 주력기술분야 분석

○ 본 수중관광인프라 전체 기술과 관련하여 주요 출원인별 주력하는 세부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기업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경우 AA기술분류 즉, 

수중 이동체 기술과 관련한 특허기술에 치중되어 있으며, 삼성중공업 주식회

사의 경우 모든분야에 고르게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나타남. 일본의 

MITSUI E&S HOLDINGS CO LTD, MHITACHI-GE NUCLEAR ENERGY 

LTD등이 역시 AA분류인 수중 이동체 기술과 관련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유럽의 Technip France, Single Buoy Moorings Inc. AB세부기술 즉, 수중 

구조물과 관련한 특허기술을 다수 출원하였으나 타 세부분류 대비 출원 활

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AC분류인 수중 안전관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는 

모든 다 출원인이 출원을 진행 하였으며, 출원인 별로 주력하는 세부기술 분

야가 상이한 것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타나 세부기술별 주요 출원인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경쟁사별 세부기술에 대한 출원건수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경쟁사가 어떤 기

술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개략적인 파악가능

○ (다출원기술) 다출원인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Technip 

France사는 모든 분야에 대한 고른 출원활동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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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분류 중 수중 안전관리(AC)분야의 출원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기업별 개수

의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분야에서 꾸준한 출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공백기술) 출원분포를 보아 다수의 출원인의 경우 모든 분야에 고른 출원활

동이 있어 실질적인 공백기술 파악이 어려우나, 분류에 따른 상대적인 공백

기술에 해당하는 분야는 수중구조물(AB) 기술분야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출

원활동을 나타내고 있음.

○ (전략) 원론적으론 공백기술에 출원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자는 전략, 하지만 

이 공백기술 분야가 시장성이 없어서 다른 출원인이 진입하지 않은 것 일 

수 있음. 공백기술의 기술분야와 시장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백기술 분야 진입 및 다출원 기술에 대한 권리 확

보 등 전략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함.

   

3) 경쟁자 특허출원 히스토리

     (1) MITSUI E&S HOLDINGS CO LTD 

2001 2006 2014 2016

2001-208759 2001-217105 2006-206136 2014-158518 2016-072446

해저 탐사 장치 물밑 주행 장치
수중 점검

시스템

수중 비행체의

하중 수수 장치 및

수중 비행체의

하중 수수 방법

수중 로봇 제어

시스템 및 수중

로봇 제어 방법

[표 2.2.10] MITSUI E&S HOLDINGS CO LTD의 특허출원 히스토리

○ 주요 출원인 중 MITSUI E&S HOLDINGS CO LTD 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

보면, 주로 수중 이동체(AA)에 대한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수중안전진단

(AC)과 관련한 특허 출원활동도 진행되었음.

○ 수중 이동체 기술(AA)과 관련해서는 이동체의 수중에서의 움직임을 컨트롤

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중 무인조종로봇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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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관광 인프라와 관련된 수중 구조물 기술(AB)은 수중 안전관리 기술(AC)

과 유사한 부분이 확인되나, 목적에 따른 우선도로 분류함에 따라 수중 이동

체 기술(AA)과 관련해서는 이동체의 수중에서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기술

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중 무인조종로봇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2)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 주요 출원인 중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본 수

중관광인프라 분류 전반에 출원을 진행하였음.

○ 주로 수중 이동체(AA)에 대한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수중안전진단(AC)과 

관련한 특허 출원활동도 다수 진행되었음.

○ 수중 이동체 기술(AA)과 관련해서는 이동체의 수중에서의 움직임을 컨트롤

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조물과 이동체간의 연결되어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기술들이 확인되고 있음.

○ 수중 구조물 기술(AB)은 소수지만 확인 되었으며, 주로 이동체와 케이블 및 

지그를 통해 연결되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음.

2009 2013 2014 2016

2009-0015143 2009-0018312 2013-0138116 2014-0072680 2014-0079418

리그의 항내

계류방법

리그의 연속

건조 방법

스퍼드캔 및

이를 가지는

잭업 리그

복수 케이블

로봇을 이용한

수중에서의

중량물 이동

시스템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의 앵커링

시스템

[표 2.2.11]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특허출원 히스토리



제2장 환경 및 역량 분석

79

     (3) HITACHI-GE NUCLEAR ENERGY LTD

2004 2008 2009 2013 2015

2004-338302 2008-155317 2009-049051 2013-135692 2015-203151

액중 작업 장치
수중 이동체의

위치 감지 장치

수중 이동체의

위치 감지 장치

및 위치 검지

방법

수중 이동체

제어 시스템 및

수중 이동체의

제어 방법

통신 시스템,�

통신 방법 및

로봇 원격 조작

시스템

[표 2.2.12] HITACHI-GE NUCLEAR ENERGY LTD의 특허출원 히스토리

○ 주요 출원인 중 HITACHI-GE NUCLEAR ENERGY LTD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수중 이동체(AA)에 대한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수중안전

진단(AC)과 관련한 특허 출원활동도 진행되었음.

○ 수중 이동체 기술(AA)과 관련해서는 이동체의 수중에서의 움직임을 컨트롤

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중 원격통신 제어

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수중관광 인프라와 관련된 수중 구조물 기술(AB)은 수중 안전관리 기술(AC)

과 유사한 부분이 확인되나, 목적에 따른 우선도로 분류함에 따라 수중 이동

체 기술(AA)과 관련해서는 이동체의 수중에서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기술

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중 무인조종로봇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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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2009 2010 2012 2015 2016

2009-0083447 2010-0132650 2012-0029491 2015-0113752 2016-0077899

선박 이접안

시스템

심해저 탐사

장치

반잠수식

해상구조물
부유식 구조물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

[표 2.2.13]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특허출원 히스토리

○ 주요 출원인 중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수

중 이동체(AA)에 대한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수중구조물(AB), 수중안전

진단(AC)과 관련한 특허 출원활동도 진행되었음.

○ 수중 이동체 기술(AA)과 관련해서는 구조물에서 이동체가 이동하는 움직임

을 컨트롤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상 구조

물과 연계한 특허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5) Technip France

○ 주요 출원인 중 Technip France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수중 구조

물(AB)에 대한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수중 이동체(AA), 수중안전진단

(AC)과 관련한 특허 출원활동도 진행되었음.

○ 수중 구조물 기술(AB)과 관련해서는 구조물의 설계기술 및 수중에서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허출원이 진행

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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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9 2016

10/508467 10/587589 2005-775323 2009-745986 14/647298

Structure� for�

transporting,�

commissioning�

and�

decommissionin

g� of� a� deck� of�

a� fixed� oil�

platform� and�

method� for�

implementing�

the� structure

Structure� for�

transporting,�

commissioning�

and�

decommissionin

g� the� elements�

of� a� fixed� oil�

platform� and�

methods� for�

implementing�

such� a�

structure

ASSEMBLY�

AND�METHOD�

FOR�

INSTALLATION�

OF� AN�

UNDERWATER�

STRUCTURE

STRUCTURE�

FOR� LOADING�

AND�

UNLOADING�

AT� LEAST� ONE�

SHIP� FOR�

TRANSPORTING�

FLUIDS

Method� for�

producing� an�

underwater�

pipe

[표 2.2.14] Technip France의 특허출원 히스토리

     (6) IHI CORP

○ 주요 출원인 중 IHI CORP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수중 이동체

(AA)에 대한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수중안전진단(AC)과 관련한 특허 출

원활동도 진행되었음.

○ 수중 이동체 기술(AA)과 관련해서는 이동체의 수중에서의 움직임을 컨트롤

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중 무인조종로봇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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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13 2014 2016

1998-288066 2013-103899 2013-122668 2014-196007 2016-219934

수중 촬영 장치 수중 이동체 수중 이동체
수중 기기의

자세 제어 장치

이동체 제어

방법 및 이동체

제어 시스템

[표 2.2.15] IHI CORP의 특허출원 히스토리

     (7) Single Buoy Moorings Inc.

1999 2001 2002 2003 2013

1999-913303 2001-202972 2002-727318 2003-756750 13/866124

MOORING�

CONSTRUCTION

Anchor� line�

installation�

method� and�

connector� for�

use� in� said�

method

WAVE�MOTION�

ABSORBING�

OFFLOADING�

SYSTEM

RISER�

INSTALLATION�

VESSEL� AND�

METHOD� OF�

USING� THE�

SAME

Retractable� chain�

connector

[표 2.2.16] Single Buoy Moorings Inc.의 특허출원 히스토리

○ 주요 출원인 중 Single Buoy Moorings Inc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수중 이동체(AA)에 대한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수중안전진단(AC)과 관련

한 특허 출원활동도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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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구조물 기술(AB)과 관련해서는 구조물의 설계기술 및 수중에서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허출원이 진행

된 것으로 확인됨.

     (8) TOSHIBA CORP

○ 주요 출원인 중 TOSHIBA CORP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수중 안

전관리(AC)에 대한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수중 이동체(AA)과 관련한 특

허 출원활동도 진행되었음.

○ 수중 안전관리 기술(AC)과 관련해서는 이동체의 수중에서의 움직임 도중 장

애물을 감지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중 점

검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2001 2006 2011 2015 2016

2001-231508 2006-313318 2011-189421 2015-144852 2016-078008

수중 협애부

이동 시스템

수중 원격 조작

기기의 제어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내비게이션

시스템,� 수색

장치,� 피수색

장치 및

내비게이션 방법

임계 감시

시스템 및 임계

감시 방법

수중 점검 장치

및 수중 점검

방법

[표 2.2.17] TOSHIBA CORP의 특허출원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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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TLAS ELEKTRONIK GMBH

2010 2014 2015 2015 2016

2010-190887 14/308246 2015-737967 15/115561 2016-716457

Unmanned�

underwater�

vehicle� and�

method� for�

recovering� such�

vehicle

Weapon�

clearance�

appliance� for�

clearing�

weapons,� such�

as� underwater�

mines,� under�

water,�

unmanned�

underwater�

vehicle� having�

a� weapon�

clearance�

appliance� of�

this� kind,� and�

method� for�

this� purpose

METHOD� FOR�

CLASSIFYING� A�

WATER�

OBJECT,�

DEVICE,�

SONAR,� AND�

WATER�

VEHICLE� OR�

STATIONARY�

PLATFORM

Monitoring�

system� for�

monitoring� a�

watercraft� or�

several�

watercrafts� as�

well� as� a�

process� for�

verifying� a�

watercraft� or�

several�

watercrafts

SENSOR�

DEVICE� AND�

MONITORING�

SYSTEM

[표 2.2.18] ATLAS ELEKTRONIK GMBH의 특허출원 히스토리

○ 주요 출원인 중 TOSHIBA CORP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수중 안

전관리(AC)에 대한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수중 이동체(AA)과 관련한 특

허 출원활동도 진행되었음.

○ 수중 안전관리 기술(AC)과 관련해서는 이동체의 수중에서의 움직임 도중 장

애물을 감지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중체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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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WFS Technologies Ltd.

2011 2012 2013

13/211011 13/210679 13/417546 13/417534 14/049978

Water� based�

vehicle�

communications�

system

Underwater�

vehicle�

communications�

system

Underwater�

communications

Underwater�

communications

Underwater�

Communications

[표 2.2.19] WFS Technologies Ltd의 특허출원 히스토리

○ 주요 출원인 중 WFS Technologies Ltd.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수

중 안전관리(AC)에 대한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수중 이동체(AA)과 관련

한 특허 출원활동도 진행되었음.

○ 수중 안전관리 기술(AC)과 관련해서는 이동체의 수중에서의 움직임 도중 장

애물을 감지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중체의 

통신방법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다. 핵심특허 심층분석

1) 핵심특허 선정

○ 와이어 또는 로프로 포지셔닝을 하는 수중케이블카의 일부인 해중관광용 곤

돌라 시스템 선정

○ 육지부에 있는 기계-유압-전기식 추진시스템 선정

○ 육지부와 수중부를 연결하는 해상진입부 기술에 대한 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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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0] 핵심특허 선정 

2) 핵심특허 리스트

○ 수중 이동체 기술(AA) 핵심특허 리스트 10개

No
국가

코드

문헌

종류

출원

번호

출원

년도
발명의 명칭 출원인

1 JP A�
1997-

194656
1997 공중･수중 양용 로프 웨이 장치 MAEDA� CORP

2 JP A�
2000-

253998
2000 튜브식 관람 장치 TAISEI� CORP

3 US B1
10/

111603
2002

Subsea� anchor� line� connection�

method� and� connector� for� use�

therein

Offshore� Energy�

Development�

Corporation

4 JP B2
2004-

338302
2004 액중 작업 장치

HITACHI-GE�

NUCLEAR�

ENERGY� LTD

5 EP A1
2012-

851987
2012 UNDERWATER� SHACKLE Skjold,� Lars

6 KR B1
10-2013

-0024189
2013

수상선착장용 리프트

(lift� of� a� floating� house)
허두회

7 US A1
14/

390300
2013 POOL� LIFT Peter� A.� Muller

8 KR B1
10-2014

-0072680
2014

복수 케이블 로봇을 이용한

수중에서의 중량물 이동 시스템

(Heavy� fittings�moving� system� for�

work� underwater� using� ihe� plural�

cable� winch� robot)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9 US B2
14/

912773
2014

Vessel� control� system� with� �

movable� underwater� wings

QUADROFOIL,�

PROIZVODNJA� IN�

STORITIVE,� D.O.O.

10 EP A1
2016-

841180
2016

MINERAL� LIFTING� SYSTEM� AND�

MINERAL� LIFTING�METHOD

Nagata,� Tetsuzo� |�

Nakatani,� Yutaka

[표 2.2.20] 수중 이동체 기술(AA) 핵심특허 리스트



제2장 환경 및 역량 분석

87

○ 수중 구조물 기술(AB) 핵심특허 리스트 10개

No
국가

코드

문헌

종류

출원

번호

출원

년도
발명의 명칭 출원인

1 US B1
10/

784427
2004

Aqua-terra� planetary� transport�

system� and� development�

pneumatic� and� electro-magnetic�

underwater� tube-link�

transportation� system

FRIEDMANN,�

Jan(US)� 　

2 US B2
11/

145041
2005 Wave-attenuating� system

　David� H.�

Rytand

3 US B2
2015-

200177
2015 마린 리조트 구조물

KIM� SUG�

MOON

4 US A�
2017-

548859
2016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

サムスン� �

ヘビー� � � �

インダストリー

ズ� �カンパニー� �

リミテッド

5 KR B1
10-2016-

0008591
2016

반잠수식 해양구조물

(Semi-submersible�marine�structure)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6 KR B1
10-2009�

-0118304
2009

수중 케이블 캡슐카 이동장치(Aquatic�

transportation� system�moving� on�

the� wire� cable)

주식회사에이치에

스엠엔조이워터

7 EP B1
10-2014-

0075022
2014

수중 이동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수중 이동 장치를 구비한 선박,�수중

이동 로봇 및 도킹

스테이션(Underwater� moving�

apparatus� and� control� method�

thereof,�ship,�underwater�moving�

robot�and�docking� station�having�

the� same)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8 JP B1
2015-

154774
2015

Underwater� blocking� element,�

hydraulic� structure� with� said�

underwater� blocking� element�

and� method� for� � closing� said�

underwater� blocking� element

Baumann,�

Georg

9 KR B1
11/

686730
2007 Underwater� float� release� system

Cory� Lloyd� |�

Shawn�

Kallivayalil

10 JP B2
10/

836796
2004

Underwater� chain� stopper� and�

fairlead� apparatus� for� anchoring�

offshore� structures

Timberland�

Equipment�

Ltd.

[표 2.2.21] 수중 구조물 기술(AB) 핵심특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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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안전관리 기술(AC) 핵심특허 리스트 10개

No
국가

코드

문헌

종류

출원

번호

출원

년도
발명의 명칭 출원인

1 KR B1
10-2005-

0109339
2005

수중구조물 안전진단용

잠수작업대(SUBMERSIBLE� DEVICE�

FOR� SAFETY� CHECK-UP� OF�

UNDERWATER� STRUCTURE)

비앤티엔지니어링(주)

2 JP A�
2006-

230367
2006 수중 감시 시스템

JAPAN�MARINE�

UNITED� CORP

3 JP A�
2007-

131970
2007 수상/수중 항주체 감시 장치

JAPAN�MARINE�

UNITED� CORP

4 US B2
12/

428069
2009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

vehicle
Hawkes� Calvert� T

5 US A1
12/

582965
2009 Underwater� navigation� system

RhodesMarkHyland

Brendan� Kearns�

Brian

6 US A1
12/

633514
2009

Undersea� seismic� monitoring� �

network

RhodesMarkHyland

Brendan� Kearns�

Brian

7 JP B2
2011-

138712
2011

수중 탐지 장치,� 수중 탐지 방법 및

수중 탐지 프로그램

FURUNO� ELECTRIC�

CO�LTD� |� �TOHOKU�

GAKUIN� |� JAPAN�

FISHERIES�

RESEARCH� &�

EDUCATION�

AGENCY

8 JP B2
2015-

505637
2013

해양구조물의 정적 또는 동적

포지셔닝 또는 모션 제어

시스템 및 방법

CYTRONIQ� LTD

9 KR B1
10-2014-

0068645
2014

와이어제어를 이용한 수중예인

소나시스템(UNDERWATER� TOWED�

SONAR� SYSTEM� USING�WIRE�

CONTROL)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10 JP A�
2016-

198245
2016 수중 이동체 및 수중 통신 시스템

FUJI� XEROX� CO�

LTD

11 JP A�
2016-

222069
2016 수중 이동체 및 프로그램

FUJI� XEROX� CO�

LTD

[표 2.2.22] 수중 안전관리 기술(AC) 핵심특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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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특허 분석

○ 수중 이동체 기술(AA)

NO 1 공중･수중 양용 로프 웨이 장치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1997-194656� (1997-07-18)�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A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지상 및 수중 바닥부에 입설된 복수의 지주간을 주행 가능하게 지지된 케이

블과 이 케이블에 연결된 곤돌라을 구비한 공중 수중 양용 ropeway� 시스템

으로서,� 곤돌라은 수밀성과 내압성을 가지는 캡슐부와 이 캡슐부 의 바닥부

에 마련된 부력 조정용 밸러스트 탱크와 캡슐부 내설공기 탱크와 캡슐부의

양단에 마련된 축부를 회동 가능하게 지지하는 프레임부와 이 프레임부와

케이블을 회동 가능하게 연결하는 연결부를 구비

대표청구항

【청구항1】

지상 및 수중에 입설한 복수의 지주와 이들의 지주에 지지되어 주행 가능한

케이블과 이 케이블에 연결된 곤돌라를 구비한 공중 수중 양용 ropeway� 장

치로서,� 상기 곤돌라는 승선 가능한 캡슐과 이 캡슐을 회동 가능하게 축지

하는 프레임과 이 프레임을 상기 케이블에 회동 가능하게 연결하는 연결부

를 구비하고,� 상기 캡슐은 수밀성과 내수압성이 있고,� 상기 캡슐은 그 외측

둘레에 배치한 프레임에 의해 축지되어 회동 가능하며 이 프레임과 상기 케

이블 사이에는 프레임과 케이블의 쌍방에 대해서 회동 가능하게 연결된 연

결부가 개재하고 이 연결부는 상기 프레임을 따라 이 프레임 단부를 향하여

왕복 운동 가능하며 연결부가 프레임 단부로 이동했을 때는 프레임은 케이

블에 접촉하지 않고 회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 수중 양용

ropeway� 장치.

[표 2.2.23] A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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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튜브식 관람 장치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2000-253998 (2000-08-24)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A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투명한 부재로 형성되고 그 축선이 3차원적으로 만곡한 튜브 2와 상기 튜브를

따라 그 내부에 설치되는 주행 수단(로프 5)과 상기 주행 수단(로프 5)에 복

수 설치되는 사람이 타는 캐리어(곤돌라 3)와 상기 주행 수단을 이동시키는

구동 수단(구동 장치 7)과 상기 캐리어를 항상 정립시키기 위한 회동 수단(베

어링 13e)을 구비함으로써,� 승차해 외부의 경관을 관람하는 튜브식 관람 장치

를 구성

대표청구항

【청구항1】

투명한 부재로 형성되고 그 축선이 3차원적으로 만곡한 튜브와 상기 튜브내부

를 이동하는 캐리어와 상기 캐리어를 이동시키는 구동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튜브식 관람 장치.

[표 2.2.24] AA-2

NO 3 Subsea� anchor� line� connection� method� and� connector� for� use� therein

대표도면 국가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10/111603 (2002-09-16) 

등록번호

(등록일자)
6719497 (2004-04-13)

기술분류 AA

Family Patent 

현황
-

[표 2.2.25] A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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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Subsea� anchor� line� connection� method� and� connector� for� use� therein

기술 요약

A� method� of� mooring� a� vessel� to� a� subsea� anchoring� element� (� 1� )�

connected� to� the� seabed,� and� comprising� a� chain� section� (� 3� )� which�

is� not� longer� than� half� the� water� depth,� and� which� is� at� or� near� its�

free� end� provided� with� a� coupling� member� (� 4� ),� is� characterised� by�

the� steps� of:� lowering� a� multi-strand� anchor� line� (� 9� )� from� a� vessel� (�

8� ),� the� multi-strand� anchor� line� (� 9� )� being� at� its� free� end� attached�

to� a� connector� (� 10� ),� and� attaching� the� connector� (� 10� )� to� the�

coupling� member� (� 4� ).� The� present� disclosure� also� provides� an�

anchor� line� repair� or� exchange�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disconnecting� the� first� multi-strand� anchor� line� (� 16� )� from� the� chain�

section,� lowering� a� second� multi-strand� anchor� line� (� 9� )� from� a�

vessel� (� 8� ),� the� second� multi-strand� line� (� 9� )� being� at� its� free� end�

attached� to� connector� (� 10� ),� and� attaching� the� connector� (� 10� )� of�

the� second� multi-strand� line� (� 9� )� to� the� coupling� member� (� 4� ).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A� method� of� mooring� a� vessel� to� a� subsea� anchoring� element� (� 1�

)� which� is� connected� to� the� seabed,� comprising� the� steps� of:�

connecting� the� anchoring� element� (� 1� )� to� the� seabed,� the� anchoring�

element� comprising� a� chain� section� (� 3� )� which� is� not� longer� than�

half� the� water� depth,� the� chain� section� being� (� 3� )� at� or� near� its� free�

end� provided� with� a� coupling� chain� member� (� 4� ,� 25� ;� 26� )�

characterized� by� the� steps� of:� providing� a� lifting� member� (� 5� ,� 6� ,� 12�

,� 14� )� at� or� near� the� end� of� the� chain� section� (� 3� )� lifting� the�

coupling� chain� member� (� 4� ,� 25� ,� 26� )� from� the� seabed;� lowering� a�

multi-strand� anchor� line� (� 9� )� from� a� vessel� (� 8� ),� the� multi-strand�

anchor� line� (� 9� )� being� at� its� free� end� attached� to� a� connector� (� 10�

),� the� connector� comprising� an� eye� (� 20� ,� 30� )� that� is� attached� to�

the� multi-strand� line� (� 9� ),� a� connector� body� (� 21� ,� 31� )� comprising�

two� spaced� apart� wall� parts� (� 22� ,� 23� ;� 32� ,� 33� )� that� define� a�

recess� therebetween� for� accommodating� the� chain� member� (� 4� ,� 25� ,�

36� ),� and� a� closing� member� (� 26� ,� 34� )� being� movable� with� respect�

to� the� connector� body� (� 21� ,� 31� ),� the� closing� member� (� 26� ,� 34� )�

being� slidable� to� bridge� the� space� between� the� wall� parts� (� 22� ,� 23� ;�

32� ,� 33� ),� and� attaching� the� connector� (� 10� )� to� the� coupling� chain�

member� (� 4� ,� 25� ,� 26� )� by� placing� the� chain� member� (� 4� ,� 25� ,� 26� )�

between� the� wall� parts� (� 22� ,� 23� ,� 32� ,� 33� )� and� operating� the�

closing� member� (� 26� ,� 34� )� to� bridge� the� space� between� the� wall�

parts� (� 22� ,� 23� ,� 32�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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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액중 작업 장치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2004-338302 (2004-11-24) 

등록번호

(등록일자)
4448761 (2010-01-29)

기술분류 AA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수중을 항행하는 원격 조종식 이동체인 ROV6,17,26에 전동 윈치 8과 공기

주머니 6� b에 접속된 흡착 패드 6� a나 내시경 카메라 22나 샘플링 헤드 29

를 장비시키고 이들을 저장 풀 1의 외측에서 조작탁 13� 등에서 조종하여 용

기 2를 흡착 패드 6� a에서 흡착 지지해 검사 개소에서 이동시키는 작업이나

내시경 카메라 22를 이용하여 그 이동흔적 관찰

대표청구항

【청구항1】

액중을 항행하는 이동체와 상기 이동체에 장착되어 상기 액체 중의 물체를 지

지 및 지지 해제하는 핸들링 장치와 상기 핸들링 장치에 접속된 견인 장치와,�

상기 물체를 수납하는 곤돌라와 상기 곤돌라를 상기 액체 중에서 상기 액의

액면 상방 사이에서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승하강 장치와 상기 승강해 온

상기 곤돌라를 상기 액면의 상방에서 수용하는 위치에 배치되어 상기 곤돌라

를 수용하는 개구가 개폐 가능한 차폐 캐스크와 상기 차폐 캐스크를 지지해

이동하는 운반 장치를 구비하고,�상기 차폐 캐스크는 내부가 집진 장치와 건조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액중 작업 장치.�

[표 2.2.26] AA-4

NO 5 UNDERWATER� SHACKLE

대표도면 국가 EP

출원번호

(출원일자)
2012-851987 (2012-11-16)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A

Family Patent 

현황
-

[표 2.2.27] A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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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UNDERWATER� SHACKLE

기술 요약

An� underwater� shackle� for� heavy� loads� is� described,� comprising� a�

shackle� body� (10)� equipped� with� respective� side� plates� (12a,� 12b)�

and� an� upper,� intermediate� suspension� (14)� for� connection� to� a�

lifting� strap,� a� lifting� cable� or� the� like,� and� also� a� lower� locking� bolt�

(20)� for� connection� to� the� load.� The� locking� bolt� (20)� is� arranged� to�

a� hydraulically� driven� cylinder� arrangement� (30)� so� that� it� can� move,�

where� the� cylinder� arrangement� (30)� is� placed� adjoining� one� of� the�

side� plates� (12a)� and� the� cylinder� arrangement� (30)� is� arranged� to� be�

pressurised� by� a� pressure� medium� to� move� the� locking� bolt� (20)�

between� a� withdrawn� position� in� the� cylinder� arrangement� (30)� and� a�

locking� position� in� the� shackle� body� (10).� A� pressure� distributor� (40)�

is� arranged� with� the� cylinder� arrangement� (30)� to� receive� and�

distribute� the� pressure� medium,� where� the� pressure� distributor� (40)�

comprises� supply� channels� (44,� 46)� that� run� together� with� the� first�

and� the� second� inlet� channels� (34,� 36)� in� the� cylinder� arrangement� (30).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Underwater� shackle� for� heavy� loads,� comprising� a� shackle� body� (10)�

equipped� with� respective� side� plates� (12a,� 12b)� and� an� upper,�

intermediate� suspension� (14)� for� connection� to� a� lifting� strap,� a� lifting�

cable� or� the� like,� and� also� a� lower� locking� bolt� (20)� for� connection� to� the�

load,-� the� locking� bolt� (20)� is� movable� arranged� in� a� hydraulically� driven�

cylinder� arrangement� (30),� where� the� cylinder� arrangement� (30)� is� placed�

adjoining� one� of� the� side� plates� (12a),� and� where� the� cylinder� arrangement�

(30)� is� arranged� to� be� pressurised� by� a� pressure� medium� to� move� the�

locking� bolt� (20)� between� a� withdrawn� position� in� the� cylinder�

arrangement� (30)� and� a� locking� position� in� the� shackle� body� (10),-�

the� cylinder� arrangement� (30)� comprises� an� inner� cylinder� boring� (32),�

where� a� piston� part� (22)� of� the� locking� bolt� (20)� is� arranged� for�

longitudinal� movement� in� the� boring,� and� a� first� inlet� channel� (34)�

for� supply� of� the� pressure� medium� to� a� first� side� of� the� piston� part� (22),�

arranged� for� an� outgoingmovement� of� the� locking� bolt� (20)� from� the�

cylinder� arrangement� (30)� and� also� a� second� inlet� channel� (36)� for�

supply� of� the� pressure� medium� to� the� other� side� of� the� piston� part�

(22),� arranged� for� ingoing� movement� of� the� locking� bolt� (20)� into�

the� cylinder� arrangement� (30)� ,� characterised� in� that-� a� pressure� distributor�

(40)� to� receive� and� distribute� the� pressure� medium� is� arranged� to� the�

cylinder� arrangement� (30),� where� the� pressuredistributor� (40)� comprises�

supply� channels� (44,46)� that� run� together� with� said� first� and� second�

inlet� channels� (34,36)� in� the� cylinder� arrangement�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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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수상선착장용 리프트(lift� of� a� floating� house)

대표도면 국가 KR

출원번호

(출원일자)
10-2013-0024189� (2013-03-06)�

등록번호

(등록일자)
10-1420412� (2014-07-10)

기술분류 AA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수상에 띄워 사용하는 수상선착장에서 보트나 헬기를 용이하게 안

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상선착장용 리프트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수상선착장을 형성하는 빔프레임의 일측을 절개하여 리프트프레임으로 형성하

되,� 빔프레임과 리프트프레임의 연결부위에 경첩을 체결하여 리프트프레임이

회동할 수 있도록 한 후,� 보트가 진입할 때에는 상기 경첩을 통해서 리프트프

레임을 회동시켜 수중에 잠수시키고,� 보트가 진입하면 부력유닛의 작동으로 리

프트프레임이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보트를 빔프레임의 상부로 안착시켜 안전

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선착장용 리프트에 관한 것

대표청구항

【청구항1】

수상에 부양시켜 사용하는 수상선착장(100)의 빔프레임(10)과;상기 빔프레임

(10)의 일측을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절단하여 절단된 리프트면(K)과 면접하는

프레임면(P)에 경첩(71)을 통해서 연결시킬 때,� 상기 빔프레임(10)에 체결시킨

리프트프레임(19);리프트프레임(19)이 끼워지는 공간부가 되는 빔프레임(10)의

리트프스페이스(72);리프트프레임(19)의 저면에 고정되는 부력탱크(81)와 상기

부력탱크(81)의 내측으로 공기를 필요시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컴프레셔

(82)로 이루어진 부력유닛(80);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리프트프레임(19)이 경

첩(71)을 통해서 접혀져 수중으로 잠수시키고,� 리프트스페이스(72)� 내로 진입

하는 헬기나 보트(73)를 부력을 통해서 리프팅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

상선착장용 리프트.

[표 2.2.28] A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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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 POOL� LIFT

대표도면 국가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14/390300� (2013-04-02)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A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The� invention� relates� to� a� pool� lift� attached� to� the� pool� edge� of� a�

swimming� pool� and� having� a� platform� that� is� height-adjustable� by�

means� of� a� mechanical� cylinder� on� a� pivot� lever� and� having� rollers�

that� engage� the� guide� bar,� secured� against� undesired� lowering� by�

means� of� gas� springs� or� with� closed� buoyancy� body� and� the� platform�

may� also� accommodate� underwater� fitness� equipment,� countercurrent�

system,� folding� seat� and� has� a� training� algorithm� by� means� of� a�

controller.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Pool� lift� whereinthe� bracket� is� attached� to� the� pool� edge� of� the�

swimming� pool� and� a� pivot� lever� and� a� mechanical� cylinder� are�

attached� to� the� bracket� and� the� mechanical� cylinder� engages� the�

pivot� lever� and� the� latter� moves� the� platform� vertically� through� the�

lift� positions� A-B-C� and� holds� it� in� each� desired� position� and� rollers�

are� attached� to� the� platform� that� engage� the� vertical� or� cranked�

guide� bar� and� attached� beneath� the� platform� is� a� track� guide� in�

which� a� wheel� may� be� moved� horizontally� and� the� latter� is� connected�

rotationally� borne� to� the� pivot� lever,� and� at� least� one� of� the�

additional� elements� is� attached,� which� is� a� safety� lifting� means� having�

hydraulics� with� a� non-pressure� switch,� a� movable� cover� underwater�

fitness� equipment,� a� folding� seat,� a� spray� nozzle,� a� seat� mat,� a�

waterfall� a� countercurrent� system,� a� pull-up� bar,� an� extension,� a�

switch,� a� safety� button,� a� controller.

[표 2.2.29] A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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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복수 케이블 로봇을 이용한 수중에서의 중량물 이동 시스템

(Heavy� fittings� moving� system� for� work� underwater� using� ihe�

plural� cable� winch� robot)

대표도면 국가 KR

출원번호

(출원일자)
10-2014-0072680� (2014-06-16)

등록번호

(등록일자)
10-1630245� (2016-06-08)

기술분류 AA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안벽 계류중인 선박 및 구조물의 이동 없이 수중 작업이 가능하고,�

생산공정에 영향이 없는 중량물 수중이동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벽에 설치되는 복수의 케이블 로봇과 터그보트 등의 부유체에 설치되는 복

수의 케이블 로봇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의장품 및 중량물을 이동하여,�비전 등

의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여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 및 해체,� 기타 작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의 케이블 로봇을 이용한 중량물 수중 이동 시스

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

대표청구항

【청구항1】

케이블을 감거나 풀어주어 케이블에 연결된 대상물을 이동시키는 케이블로봇

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수중에서 이동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선박 또는 해양

구조물이 계류되는 도크 내의 안벽에 고정설치되고,� 제 1� 승하강부(21)가� 승

하강되게 설치되는 제1가이드부(11)와;상기 안벽과 이격된 위치의 해수면에

띄워져 정박되는 부유체(6)에 상기 제1가이드부(11)와 마주보게 수중(3)으로

세워져 고정 설치되고,� 제2승하강부(22)가� 승하강되게 설치되는 제2가이드부

(12)와;상기 제1가이드부(11))의 상단과 하단에 서로 쌍을 이루어 설치되고,�

상기 제1승하강부(21)의 상하측에 각기 연결한 케이블을 각각� 감거나 풀어주

어 상기 제1승하강부(21)를 승하강시키기 위한 승하강용 케이블 로봇(34,� 35)

과;상기 제2가이드부(12))의 상단과 하단에 서로 쌍을 이루어 설치되고,� 상기

제2승하강부(22)의 상하측에 각기 연결한 케이블을 각각� 감거나 풀어주어 상

기 제2승하강부(22)를 승하강시키기 위한 승하강용 케이블 로봇(31,� 32)과;상

기 제1,제2승하강부(21)(22)에 각각� 설치되고,� 이동 대상물(4)의 양측에 각각�

연결된 케이블을 감거나 풀어주어 상기 이동대상물(4)을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

용 케이블 로봇(36)(33)과;상기 승하강용 케이블 로봇(34,� 35)(31,� 32)과,� 상

기 이동용 케이블(36)(33)을 상호 연관되게 각각의 케이블을 감거나 풀어주어

상기 이동대상물(4)을 수중(3)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도록 제어하는 제어

기(1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케이블 로봇을 이용한 수중에서

의 중량물 이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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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 Vessel� control� system� with� movable� underwater� wings

대표도면 국가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14/912773� (2014-08-14)

등록번호

(등록일자)
9969463� (2018-05-15)

기술분류 AA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The� control� system� of� the� vessel� with� moving� underwater� wings�

allows� steering� with� the� wings,� while� in� turn� the� front� pair� of� wings�

turns� in� the� direction� of� the� turn,� the� rear� pair� of� wings� turns�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wing� pairs� settled� in� the� direction� of� the� turn�

radius.� This� reduces� the� turning� radius� and� the� roll� of� the� vessel� in�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steering� systems,� increasing� the�

maneuvrability� of� the� vessel.� The� minimal� roll� of� the� vessel� in� the�

turns� allows� for� an� even� and� maximum� distance� between� the� surface�

and� the� entire� hull� of� the� vessel.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A� steering� control� system� comprising� at� least� two� pairs� of�

underwater� wings� being� able� to� arranged� to� steer� a� vessel� having� a�

hull,� seats� and� helm� a� wheel,� a� lever� plate� installed� in� a� lower� part�

of� the� vessel's� interior� and� having� mounted� a� Bowden� cable�

connecting� said� lever� plate� with� a� motor,� a� front� disc,� a� linking� axle�

linking� said� front� disc� and� a� rear� disc� and� allowing� said� front� and�

rear� discs� to� turn� in� opposite� direction,� a� front� lever� and� a� rear� lever�

mounted� on� one� side� of� said� front� disc� and� rear� disc� respectively� and�

connecting� said� front� and� rear� discs� to� the� wings� and� wherein� a�

safety� brake� is� mounted� on� a� lifting� system� of� the� moving�

underwater� 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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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 MINERAL� LIFTING� SYSTEM� AND�MINERAL� LIFTING�METHOD

대표도면 국가 EP

출원번호

(출원일자)
2016-841180� (2016-04-06)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A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A� mineral� lifting� system� S� includes� a� seabed� working� machine� 13,�

having� an� excavator� 131,� excavating� minerals� at� a� seabed,� and� a�

slurry� pump� 132,� sucking� in� and� pumping� a� solid-liquid� mixture� of�

the� minerals� and� seawater,� a� generator,� supplying� electric� power� to�

the� seabed� working� machine� 13� by� an� electric� power� cable� 12,� a�

main� float� 20,� a� mineral� lifting� pipe� 21,� conveying� the� solid-liquid�

mixture� to� the� main� float� 20� side,� auxiliary� floats� 22,� mounted� to� the�

mineral� lifting� pipe� 21� at� predetermined� intervals� and� imparting� a�

buoyancy,� and� a� sorting� unit� 3,� sorting� and� collecting� the� minerals�

from� the� solid-liquid� mixture� conveyed� to� the� main� float� 20� side

대표청구항

【청구항1】

A� mineral� lifting� system� comprising:� a� seabed� working� machine,�

capable� of� being� operated� to� move� and� having� an� excavating� portion,�

excavating� minerals� on� a� seabed� surface� or� below� a� seabed,� and� a�

pump,� sucking� in� and� pumping� a� solid-liquid� mixture� containing� the�

minerals� obtained� by� excavating� and� seawater;an� electric� power�

supplying� portion,� having� an� electric� power� cable� that� supplies� electric�

power� to� power� the� seabed� working� machine;a� main� float,� having� a�

predetermined� buoyancy� and� floated� on� a� sea� surface� or� undersea;a�

mineral� lifting� pipe,� having� a� predetermined� length,� connecting� the�

main� float� and� a� pump� of� the� seabed� working� machine,� and�

conveying� the� solid-liquid� mixture,� sucked� in� by� the� pump� and�

containing� the� minerals� and� seawater,� to� the� main� float� side;auxiliary�

floats,� disposed� at� predetermined� intervals� along� a� length� direction� of�

the� mineral� lifting� pipe� and� imparting� a� predetermined� buoyancy� to�

the� mineral� lifting� pipe;� anda� mineral� sorting� portion,� sorting� and�

collecting� the� minerals� from� the� solid-liquid� mixture� conveyed� to� the�

main� float� side� by� the� mineral� lifting� pipe.

[표 2.2.32] A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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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구조물 기술(AB) 

NO 1
Aqua-terra� planetary� transport� system� and� development� pneumatic� and�

electro-magnetic� underwater� tube-link� transportation� system

대표도면 국가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10/784427� (2004-02-23)

등록번호

(등록일자)
7114882� (2006-10-03)

기술분류 AB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An� aqua-terra� planetary� transport� system� and� development� system�

utilizing� a� pneumatic� and� electromagnetic� underwater� tube� link�

transportation� system� to� move� passengers� and� cargo� rapidly� between�

a� network� of� interconnected� land� based� terra� station� and� ocean�

based� aqua� stations.� The� aqua� stations� are� all� self-sufficient� and�

derive� power� from� natural� resources� and� have� means� for�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An� aqua-terra� planetary� transport� system� comprising:� a)� a� plurality�

of� aqua� stations� disposed� in� spaced� apart� relation� within� a� large� body�

of� water,� each� aqua� station� comprising:� i)� a� circular� surface� structure�

disposed� on� the� surface� of� said� water� and� having� a� top� and� a�

bottom,� said� surface� structure� containing� a� central� energy� core�

surrounded� by� satellite� sub-station� domes,� the� interior� of� each� satellite�

sub-station� dome� having� housing,� garden� areas,� and� other� outdoor�

activities� facilities,� walkways� connecting� each� sub-station� dome� to�

adjacent� sub-station� domes,� and� a� transport� system� on� the� surface�

structure� extending� along� the� circumference� thereof;� ii)� a� subsurface�

base� extending� downwards� from� said� bottom� of� said� surface�

structure;� and� iii)� means� for� anchoring� said� subsurface� base� to� the�

seabed;� b)� a� plurality� of� land-based� terra� stations� disposed� in� spaced�

apart� relation� on� coastal� regions;� and� c)� a� plurality� of� subsurface�

transport� tube� links� interconnecting� said� aqua� stations� and� said� terra�

stations� with� one� another� thereby� forming� a� transport� network�

wherein� each� said� aqua� station� and� said� terra� station� is� linked� to� at�

least� one� othe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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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Wave-attenuating� system

대표도면 국가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11/145041� (2005-06-03)

등록번호

(등록일자)
7390141� (2008-06-24)

기술분류 AB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A� wave-attenuating� system.� The� wave-attenuating� system� includes� a�

flexible,� resilient� barrier� member� that� is� disposed� in� a� body� of� water�

and� oriented� to� interrupt� and� dissipate� the� wave� action� of� oncoming�

waves.� The� barrier� member� desirably� is� constructed� from� a�

substantially� neutrally� or� slightly� negatively� buoyant� material� so� that�

the� overall� depth,� length,� and/or� thickness� can� be� increased� as�

needed� for� a� particular� application� while� adding� little� deadweight� to�

the� system� in� water.� The� barrier� member� can� be� supported� by� a�

flotation� device� in� a� floating� breakwater,� or� alternatively,� the� barrier�

member� can� be� secured� to� a� stationary� structure� in� a� fixed�

breakwater.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A� wave-dissipating� system,� comprising:� an� upwardly� extending� pile�

coupled� to� the� seabed;� a� buoyant� flotation� member� for� floating� upon�

a� water� surface,� the� flotation� member� being� coupleable� to� the� pile� to�

allow� movement� upwardly� and� downwardly� with� respect� to� the� pile�

as� the� level� of� the� water� surface� changes;� a� flexible� barrier� member�

that� is� supportable� by� the� flotation� member� to� extend� below� the�

water� surface� in� an� orientation� to� intercept� the� flow� of� waves;�

wherein� the� flotation� member� supports� an� elongated� sleeve� member�

disposed� around� the� pile� and� adapted� to� move� vertically� with� respect�

to� the� pile;� the� barrier� member� is� connected� to� the� sleeve� member;�

the� flotation� member� is� connected� to� the� sleeve� by� a� flexible�

connector� defining� a� major� aperture� through� which� the� pile� extends,�

an� inner� peripheral� portion� at� least� partially� surrounding� the� aperture,�

and� an� outer� peripheral� portion;� and� the� sleeve� is� connected� to� the�

inner� peripheral� portion,� and� the� outer� peripheral� portion� is�

connected� to� the� flotation� member,� the� flexible� connector� configured�

to� permit� limited� movement� of� the� flotation� member� relative� to� the�

sleeve.

[표 2.2.34] 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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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마린 리조트 구조물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11/145041� (2015-10-08)

등록번호

(등록일자)
6133376� (2017-04-28)

기술분류 AB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해상에 호텔 등의 휴식 시설과 전망대 등의 해양 관광 시설과 낚시

터나 스쿠버 다이빙 등의 해양 레저 시설을 함께 구비되어 있는 마린 리조트

구조물에 관한 것이며,� 본 발명에 의한 마린 리조트 구조물은 해상에 설치되는

메인 타워와 메인 타워를 중심으로 메인 타워의 외측에 방사형에 복수 배치되

는 보조 타워와 메인 타워와 보조 타워를 연결하는 복수의 방파제를 포함

대표청구항

【청구항1】

해상에 설치되는 메인 타워와 상기 메인 타워를 중심으로 상기 메인 타워의

외측에 방사형에 복수 배치되는 보조 타워와 상기 메인 타워와 상기 보조 타

워를 연결하는 복수의 방파제를 포함하고 상기 메인 타워는 해저면에 안착되

는 제1�베이스와 상기 제 1�기반의 상측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위층으로 형

성되고 해수면 아래에 잠기는 지지층과 상기 지지층의 상측에 적어도 하나 이

상의 단위층으로 형성되고 해수면 위에 노출되는 시설층을 포함하고 상기 지

지층을 이루는 단위층은 지지 플레이트와 상기 지지 플레이트의 상측에 수직

으로 설 수 있어서 ,� 상호 사이에 빈틈이 형성되도록 서로 이격하는 복수의

지지주를 포함하고 상기 지지 플레이트는 중앙에 형성되는 지지부와 상기 지

지부의 주위를 따라 상기 지지부보다 얇은 두께를 가지도록 상기 지지부의 외

측에 확장 형성되는 플랜지부를 포함하고 최하층의 지지 플레이트의 지지부가

상기 제 1� 베이스 상측의 제1� 수용 홈에 삽입되어 최하층의 지지 플레이트의

플랜지부는 상기 제 1� 수용 홈의 주위를 따라 상기 제 1� 기반의 상측면에 밀

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린 리조트 구조물.

[표 2.2.35] 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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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11/686730� (2016-02-16)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B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와 관련된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은 평저선과 상기 평저선의 상측에 배치되는 데크와 상기 데크를

상기 평저선에 대해서 지지하는 복수의 칼럼를 포함한 본체;및 상기 본체를 해

저에 대해서 지지하는 복수의 텐돈을 포함하고 상기 평저선은 원형 링형을 가

지며,�상기 복수의 텐돈은 상기 평저선의 외주면을 따라 등간격으로 배치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평저선과 상기 평저선의 상측에 배치되는 데크와 상기 데크를 상기 평저선에

대해서 지지하는 복수의 칼럼를 포함한 본체;및 상기 본체를 해저에 대해서 지

지하는 복수의 텐돈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텐돈은 상기 평저선의 외주면을

따라 등간격으로 배치되는,�반잠수식 해양구조물.

[표 2.2.36] 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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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반잠수식 해양구조물(Semi-submersible� marine� structure)

대표도면 국가 KR

출원번호

(출원일자)
10-2009-0118304� (2016-01-25)

등록번호

(등록일자)
10-1762786� (2017-07-24)

기술분류 AB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잠수식 해양구조

물은 원형 링 형상을 가지는 폰툰과,� 상기 폰툰의 상측에 배치되는 데크와,� 상

기 데크를 상기 폰툰에 대해 지지하는 복수의 컬럼을 포함하는 본체;� 상기 폰

툰의 외주면을 따라 등간격으로 배치되고,� 상기 본체를 해저에 대해 지지하는

복수의 텐던;� 상기 각� 텐던의 페일 여부를 측정하는 센서부;� 상기 각� 텐던을

상기 본체에 대해 클램핑하는 복수의 클램핑 장치;� 및 상기 센서부의 측정 결

과를 기초로 상기 클램핑 장치의 클램핑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원형 링 형상을 가지는 폰툰과,� 상기 폰툰의 상측에 배치되는 데크와,� 상기 데

크를 상기 폰툰에 대해 지지하는 복수의 컬럼을 포함하는 본체;상기 폰툰의 외

주면을 따라 등간격으로 배치되고,� 상기 본체를 해저에 대해 지지하는 복수의

텐던;상기 각� 텐던의 페일 여부를 측정하는 센서부;상기 각� 텐던을 상기 본체

에 대해 클램핑하는 복수의 클램핑 장치;�및상기 센서부의 측정 결과를 기초로

상기 클램핑 장치의 클램핑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

는,상기 센서부의 측정결과를 기초로 어느 한 텐던이 페일된 것으로 판단되면,�

페일된 텐던과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다른 텐던에 대응하는 클램핑 장치의 클

램핑 동작을 해제하고,상기 각� 텐던에는,대응하는 클램핑 장치의 클램핑 해제

동작 시 상기 각� 텐던이 상기 본체에 마련된 포치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하는 스토퍼가 형성되는,�반잠수식 해양구조물.

[표 2.2.37] 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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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수중 케이블 캡슐카 이동장치

(Aquatic� transportation� system� moving� on� the� wire� cable)

대표도면 국가 KR

출원번호

(출원일자)
10-2014-0075022� (2009-12-02)

등록번호

(등록일자)
10-1068085� (2011-09-21)

기술분류 AB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수중 케이블 캡슐카 이동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자

연해변 또는 인공적인 폐쇄해역 내부의 공간 바닥에는 케이블 캡슐카의 이동

바퀴를 지지하면서 가이드 할 수 있는 레일을 고정하기 위한 기둥을 형성하며,�

상기 캡슐카는 투명 아크릴 관으로 형성되어 외부를 볼 수 있으면서 사용자는

승강 되는 의자에 앉자 탑승 및 이동할 수 있음과 함께 상기 캡슐카는 승강장

에 형성된 풀리에 감겨진 케이블에 고정되어 바닷속을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수중 케이블 캡슐카 이동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자연해변 또는 인공적인 폐쇄해역(10)� 내부 공간 바닥부(12)에 캡슐카(14)의

이동바퀴(24)를 지지하면서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 레일(22)을 고정하기 위한

기둥(13)을 형성하되,상기 가이드 레일(22)에 수용된 이동바퀴(24)는 캡슐카

(14)� 하부에 고정되는 브래킷(23)에 조립된 후,� 가이드 레일(22)을 타고 회전

하며,상기 캡슐카(14)는 투명 아크릴 관(16)으로 형성되어 수중에서 외부를

볼 수 있으면서 승강 되는 의자(18)가� 내부에 설치되고,상기 캡슐카(14)는 승

강장(38)에 형성된 풀리(33)에 감겨져 회전하는 케이블(34)에 고정되어 바닷

속에서 이동되며,상기 캡슐카(14)� 내부에 수용되는 의자(18)는 상하방향으로

승강 될 수 있음과 함께 상기 의자(18)는 받침 플레이트(21)와 일체로 고정되

는 이동바(19)에 의해 작동되며,상기 이동바(19)는 승강부(25)에 형성된 롤러

(30)의 작동에 의해 하강하는 와이어(31)와 일체로 조립되는 전자석(26)에 고

정된 후,�상하방향으로 승강 되면서 사용자를 탑승시킬 수 있도록 구성함을 특

징으로 하는 수중 케이블 캡슐카 이동장치.�

[표 2.2.38] A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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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

수중 이동 장치 및 그 제어 방법,�수중 이동 장치를 구비한 선박,�

수중 이동 로봇 및 도킹 스테이션

(Underwater� moving� apparatus� and� control� method� thereof,� ship,�

underwater� moving� robot� and� docking� station� having� the� same)

대표도면 국가 KR

출원번호

(출원일자)
2015-154774� (2014-06-19)

등록번호

(등록일자)
10-1569281� (2015-11-09)

기술분류 AB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수중 이동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수중 이동 장

치는 수중 또는 수면 상에 위치되는 고정체 또는 이동체에 케이블에 의하여

매달린 상태로 수중에서 부유가능한 수중 이동 장치로서,� 케이블과 연결된 제

1�몸체;� 제 1�몸체와 이격 배치되는 제 2�몸체;�일측이 제 1�몸체에 결합되고

타측이 제 2� 몸체와 결합되어 제 2� 몸체를 제 1�몸체에 인접한 방향 또는 그

역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신축 모듈;� 신축 모듈의 외부를 둘러싸되 일단부가 제

1�몸체에 연결되고,�타 단부가 제 2�몸체에 연결되는 신축 커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수중 또는 수면 상에 위치되는 고정체 또는 이동체에 케이블에 의하여 매달린

상태로 수중에서 부유가능한 수중 이동 장치로서,� 상기 케이블과 연결된 제 1�

몸체;상기 제 1�몸체와 이격 배치되는 제 2� 몸체;일측이 상기 제 1� 몸체에 결

합되고 타측이 상기 제 2� 몸체와 결합되어 상기 제 2�몸체를 상기 제 1� 몸체

에 인접한 방향 또는 그 역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신축 모듈;상기 신축 모듈의

외부를 둘러싸되 일단부가 상기 제 1� 몸체에 연결되고,� 타 단부가 상기 제 2�

몸체에 연결되는 신축 커버;상기 제 1� 몸체 또는 상기 제 2� 몸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설치되는 진동 감지 센서;� 및상기 진동 감지 센서에서 감지된 상

기 제 1� 몸체 또는 상기 제 2� 몸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진동에 따라 상기

신축 모듈의 길이를 조절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수중 이동 장치.

[표 2.2.39] A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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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Underwater� blocking� element,� hydraulic� structure� with� said�

underwater� blocking� element� and� method� for� closing� said�

underwater� blocking� element

대표도면 국가 EP

출원번호

(출원일자)
2015-200177 (2015-02-12)

등록번호

(등록일자)
2907922 (2016-09-21)

기술분류 AB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Underwater� blocking� element,� hydraulic� structure� with� said� underwater�

blocking� element� and� method� for� closing� said� underwater� blocking�

element

대표청구항

【청구항1】

Underwater� shut-off� element� (3;� 103)� comprising� -� a� slider� guide� (4)�

and-� a� slider� (5),-� wherein� the� slider� (5)� is� vertically� movable� in� the�

slider� guide� (4)� between� an� open� position� (S1)� and� a� closed� position�

(S3),characterized� in� that-� the� underwater� shut-off� element� (3;� 103)�

comprises� a� rake� guide� (11)� and� a� rake� (12),-� wherein� the� rake� guide�

(11)� is� connected� to� the� slider� (5)� in� such� a� way� that� it� may� be�

moved� with� the� slider� (5),-� wherein� the� rake� (12)� comprises� a�

plurality� of� individual� bars� (12a,� 12b,� 12c;� 112f.)-� wherein� the� bars�

(12a,� 12b,� 12c;� 112f)� are� led� through� the� rake� guide� (11),� spaced�

apart� and� parallel� to� each� other,-� wherein� the� bars� (12a,� 12b,� 12c;�

112f)� are� led� through� the� rake� guide� (11)� in� such� a� way� that,� in� the�

open� position� (S1)� of� the� slider� (5),� they� protrude� downwards� beyond�

the� slider� (5)� in� a� hanging� position� (HS)� without� slipping� out� of� the�

rake� guide� (11),� and� form� a� grid� (G)� below� the� slider� (5),� and-�

wherein� the� bars� (12a,� 12b,� 12c;� 112f)� are� led� through� the� rake�

guide� (11)� in� such� a� way� that� they� are� independently� displaceable�

upwards� and� vertically� along� their� longitudinal� axes� (L12a,� L12b,�

L12c)� from� the� hanging� position� (HS),� relative� to� the� rake� guide� (11)�

or� to� the� slider� (5).

[표 2.2.40] 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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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 Underwater� float� release� system

대표도면 국가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10/784427� (2004-02-23)

등록번호

(등록일자)
7534152� (2009-05-19)

기술분류 AB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An� underwater� buoy� release� system� having� a� moment� arm� release�

system.� The� moment� arm� release� system� has� a� magnetically� attractive�

arm� structure� connected� to� a� buoy.� The� buoy� release� system� further�

includes� an� electromechanical� device� having� magnetically� attractive�

elements,� wherein� the� electromechanical� device� moves� the�

magnetically� attractive� elements� toward,� and� away� from,� the�

magnetically� attractive� arm� structure.� The� magnetic� attraction� in� the�

moment� arm� release� system� and� the� electromechanical� device� is�

created� by� rare� earth� magnets.� The� buoy� release� system� further�

includes� a� signal� reception� device,� wherein� the� signal� reception� device�

includes� a� battery,� a� signal� reception� transducer,� and� a� PC� board.� The�

PC� board� is� formatted� to� decipher� a� predetermined� signal� transmitted�

from� a� remote� signal� transmission� device.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A� buoy� release� system,� said� buoy� release� system� comprising:� a�

watertight� housing;� an� arm� structure� connected� to� a� buoy� through�

connection� means,� said� arm� structure� being� removably� secured� to� the�

exterior� surface� of� said� watertight� housing;� an� electromechanical�

device,� said� electromechanical� device� being� secured� within� the� interior�

of� said� watertight� housing;� said� electromechanical� device� selectively�

controlling� the� release� of� said� arm� structure;� a� signal� reception� device,�

said� signal� reception� device� being� secured� within� the� interior� of� said�

housing;� a� seesaw� mechanism;� said� signal� reception� device� further�

including� a� battery,� a� signal� reception� transducer,� and� electronic�

components;� said� signal� reception� device� being� formatted� to� receive�

and� read� a� predetermined� signal� transmitted� from� a� remote� signal�

transmission� device;� said� electromechanical� device� releasing� said� arm�

[표 2.2.41] A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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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 Underwater� float� release� system

structure� when� said� signal� reception� device� receives� a� remote� signal�

transmission;� said� arm� structure� further� comprising� a� first� magnet� and�

a� second� magnet� and� said� electromechanical� device� further�

comprising� a� magnet;� said� arm� structure� first� magnet� and� said�

electromechanical� device� magnet� having� opposite� polarity;� said� seesaw�

mechanism� having� a� magnet� of� repellant� polarity� to� said� arm�

structure� second� magnet;� and� said� seesaw� mechanism� being� pivotally�

attached� to� said� electromechanical� device.

NO 10
Underwater� chain� stopper� and� fairlead� apparatus� for� anchoring�

offshore� structures

대표도면 국가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2017-548859� (2004-04-30)

등록번호

(등록일자)
7240633� (2007-07-10)

기술분류 AB

Family� Patent�

현황
-

기술 요약

An� underwater� chain� stopper� and� fairlead� apparatus� for� offshore�

structures,� drilling� platforms,� ships� or� other� vessels.� The� apparatus�

comprises� a� mounting� member,� a� fairlead� member� and� a� chain�

stopper� member.� The� mounting� member� is� attached� to� an�

underwater� surface� of� the� offshore� structure� or� vessel� and� includes� a�

bracket� for� coupling� the� fairlead� member.� The� bracket� may� comprise�

a� hinge� allowing� the� fairlead� member� to� pivot� in� an� approximately�

horizontal� plane.� The� chain� stopper� member� is� coupled� to� the� fairlead�

member� through� a� hinge� which� allows� the� chain� stopper� member� to�

pivot� with� respect� to� the� fairlead� member� in� an� approximately� vertical�

plane.� The� chain� stopper� member� includes� a� chain� stopper� flapper�

having� a� horseshoe� shaped� opening� at� one� end.� The� other� end� of�

the� flapper� is� connected� to� the� chain� stopper� member� through� a�

[표 2.2.42] A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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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chain� stopper� and� fairlead� apparatus� for� anchoring�

offshore� structures

hinge� which� allows� the� flapper� to� swing� between� an� open� position�

and� a� closed� position.� In� the� open� position,� the� chain� links� for� the�

anchor� chain� are� allowed� to� pass� by� the� horseshoe� shaped� opening�

on� the� flapper.� The� horseshoe� shaped� opening� also� includes� a� chain�

link� seat� which� stops� movement� of� the� anchor� chain� through� the�

chain� stopper� member� when� the� flapper� is� in� the� closed� position.� The�

chain� stopper� flapper� moves� to� the� closed� position� under� the� force� of�

gravity� to� provide� a� self-locking� chain� stopper.� A� latch� mechanism� is�

provided� for� latching� the� chain� stopper� flapper� in� an� open� position.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An� apparatus� for� anchoring� an� offshore� structure,� said� offshore�

structure� having� an� underwater� surface,� said� anchoring� apparatus�

comprising:� a� frame� member,� said� frame� member� being� coupled� to�

the� underwater� surface;� a� mounting� member,� said� mounting� member�

being� connected� to� said� frame� member;� a� fairlead;� a� chain� stopper�

wherein� said� chain� stopper� comprises� a� flapper,� said� flapper� being�

movable� between� an� open� position� and� a� closed� position,� said�

flapper� having� a� first� slot� for� allowing� passage� of� chain� links� in� an�

anchor� chain,� and� a� chain� link� seat� for� preventing� passage� of� chain�

links� in� the� anchor� chain� in� said� closed� position;� said� mounting�

member� including� a� shaft� for� connecting� said� fairlead� and� a� pivoting�

coupler� for� coupling� said� chain� stopper;� wherein� said� flapper� is�

responsive� to� gravity� and� moves� to� said� closed� position� under� the�

force� of� gravity;� a� latching� mechanism;� said� latching� mechanism�

comprising� a� control� cable� and� a� latch� lever;� said� control� cable� being�

coupled� to� said� latch� lever;� said� latch� lever� being� responsive� to� said�

control� cable� to� move� between� a� latching� position� and� an� unlatched�

position;� and,� in� said� latching� position� said� latch� lever� engaging� said�

flapper� in� said� ope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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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안전관리 기술(AC) 

NO 1
수중구조물 안전진단용 잠수작업대(SUBMERSIBLE� DEVICE� FOR� SAFETY�

CHECK-UP� OF� UNDERWATER� STRUCTURE)

대표도면 국가 KR

출원번호

(출원일자)
10-2005-0109339 (2005-11-15)

등록번호

(등록일자)
10-0636898 (2006-10-13)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수중구조물 안전진단용 잠수작업대를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수

중구조물 안전진단용 잠수작업대는 내부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부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벽체는 외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판로 이루어지되,� 상기

투명판의 일측에는 사람이 내부로 탑승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형성되어 있는

본체,� 상기 본체의 내부가 밀폐되도록 상기 본체의 상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상면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상기 본체를 수중에 입수시키거나 수중에서

들어올릴 수 있도록 상기 크레인의 와이어를 결속할 수 있도록 인양고리가 형

성되어 있는 덮개와,� 부력에 의하여 상기 본체가 물 위로 뜨는 것이 방지되도

록 상기 본체의 하면에 부착되어 있는 다수의 웨이트부재들과,� 상기 본체 내부

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주입관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잠수작업대

에 작업자가 직접 탑승하여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부식이나 세굴 정

도를 투명판을 통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중에 설치되어 있

는 구조물의 부식이나 세굴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내부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부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벽체는 외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판로 이루어지되,� 상기 투명판의 일측에는 사람이 내부로 탑

승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형성되어 있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내부가 밀폐되도

록 상기 본체의 상면에 부착되어 있으며,�상면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상기

본체를 수중에 입수시키거나 수중에서 들어올릴 수 있도록 상기 크레인의 와

이어를 결속할 수 있도록 인양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덮개와,� 부력에 의하여 상

기 본체가 물 위로 뜨는 것이 방지되도록 상기 본체의 하면에 부착되어 있는

다수의 웨이트부재들과,� 상기 본체 내부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주입관으로 이

루어져 있는 수중구조물 안전진단용 잠수작업대에 있어서,� 상기 본체는 상기

웨이트부재들을 고정할 수 있도록 고정부재가 삽입되는 삽입구멍들이 형성되

어 있는 사각형상의 베이스플레이트와,� 상기 투명판들을 고정할 수 있도록 소

정 간격을 가지면서 상기 베이스플레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프레임과,� 상기 프

레임의 상부에 고정되어 있으며 상기 덮개를 고정할 수 있도록 너트가 체결되

는 다수의 볼트들이 형성되어 있는 고정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덮개에는

상기 고정테의 볼트들이 관통되는 체결공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구조물 안전진단용 잠수작업대.

[표 2.2.43] A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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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수중 감시 시스템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2006-230367� (2006-08-28)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감시 대상물을 광범위하게 양다리 인사 감시할 수

있는 수중 감시 시스템을 얻으며,� 수중에 복수 설치되고 수상 또는 수중을 항

행하는 항행 선박 3의 항행 위치에 관한 정보를 반복해 취득하고 취득한 정보

를 송신하는 감시 센서 1과 수중에 1�또는 복수 설치되고 수중을 항주하는 수

중 비행체 2를 구비하고,� 수중 비행체 2는 감시 센서 1으로부터 수신한 항행

위치에 관한 정보에 기초해 수중 비행체 2와 항행 선박 3이 회합하는 회합 위

치를 구하고 당해 회합 위치로 항주하는 것

대표청구항

【청구항1】

지상 및 수중에 입설한 복수의 지주와 이들의 지주에 지지되어 주행 가능한

케이블과 이 케이블에 연결된 곤돌라를 구비한 공중 수중 양용 ropeway� 장치

로서,� 상기 곤돌라는 승선 가능한 캡슐과 이 캡슐을 회동 가능하게 축지하는

프레임과 이 프레임을 상기 케이블에 회동 가능하게 연결하는 연결부를 구비

하고,� 상기 캡슐은 수밀성과 내수압성이 있고,� 상기 캡슐은 그 외측 둘레에 배

치한 프레임에 의해 축지되어 회동 가능하며 이 프레임과 상기 케이블 사이에

는 프레임과 케이블의 쌍방에 대해서 회동 가능하게 연결된 연결부가 개재하

고 이 연결부는 상기 프레임을 따라 이 프레임 단부를 향하여 왕복 운동 가능

하며 연결부가 프레임 단부로 이동했을 때는 프레임은 케이블에 접촉하지 않

고 회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 수중 양용 ropeway�장치.

[표 2.2.44] 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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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수상/수중 항주체 감시 장치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2007-131970� (2007-05-17)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기능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비행체 감시 장치를 제공.�

수중에 배치되고 비행체를 감시하는 감시 장치에 있어서 비행체가 발하는 서

명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부 21과 본 감시 장치의 동작 시험 대상의 비행체에

서 적어도 그 위치 정보를 포함한 항주제원 정보를 수신하는 음향 커맨드 송

수신부 25와 상기 송수신부 25로부터의 항주제원 정보로 포함된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센서부 21의 출력에 기반하여 감시 데이터를 생성하는 신호 처리부

22와 적어도 선박과 감시 장치 본체와의 거리를 구해 감시 데이터와 거리 데

이터를 기록부 23에 저장시키는 평가부 26을 가진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수중에 배치되고 수상 또는 수중 비행체(이하,� 비행체라고 한다)를 감시하는

감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행체가 발하는 서명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부와 본

감시 장치의 동작 시험 대상의 비행체(이하,� 시험 대상의 비행체라고 한다)에

서 적어도 그 위치 정보를 포함한 항주제원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수신부로부터의 항주제원 정보로 포함된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적어도 상기

시험 대상의 비행체와의 거리를 구함과 동시에,� 상기 센서부의 출력에 기반하

여 감시 데이터를 생성하는 연산 처리부와 상기 연산 처리부가 구한 거리 데

이터 및 감시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감시 장치.

[표 2.2.45] 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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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대표도면 국가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12/428069� (2009-04-22)

등록번호

(등록일자)
7845303� (2010-12-07)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A�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includes� a� case� to� which� is�

attached� a� camera� for� transmitting� video� to� a� remotely� located� base�

station.� A� tether� having� four� pairs� of� twisted� wire� operably� connects�

the� underwater� vehicle,� and� the� camera� to� the� base� station.� Video� is�

transmitted� from� the� camera� to� the� base� station� on� a� pair� of� twisted�

wire.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An� underwater� remotely� operated� vehicle� system,� comprising:� an�

underwater� remotely� operated� vehicle� having� a� vehicle� case;� control�

electronics� at� said� vehicle� case;� a� base� station;� a� power� supply� at� said�

base� station;� a� camera� attached� to� said� vehicle� case;� a� first� balun� at�

said� vehicle� case,� said� first� balun� connected� to� said� camera� to� receive�

a� video� signal� therefrom;� a� second� balun� at� said� base� station;� a�

tether� consisting� of� four� pairs� of� twisted� wires;� wherein� said� second�

balun� is� connected� to� said� first� balun� by� one� pair� of� said� four� pairs�

of� twisted� wires� to� receive� a� video� signal� from� said� first� balun;� and�

wherein� power� from� said� power� supply� is� supplied� to� said� electronics�

and� said� camera� by� one� or� more� of� the� remaining� pairs� of� said� four�

pairs� of� twisted� wires.

[표 2.2.46] A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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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Underwater� navigation� system

대표도면 국가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12/582965� (2009-10-21)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n� underwater� navigation� system�

which� can� determine� the� bearing� and� the� range� of� a� remotely�

located� beacon� from� a� navigation� station.� The� remotely� located�

beacon� transmits� a� pair� of� signals� each� having� a� different� propagation�

velocity.� Typically,� the� pair� of� signals� are� an� acoustic� signal� and� an�

electromagnetic� signal.� The� range� of� the� beacon� to� the� navigation�

station� is� determined� by� a� time� differential� in� the� detection� of� the�

two� signals� at� the� navigation� station.� The� time� differential� is�

alternately� a� variation� in� phase� between� the� two� signals,� or� a� time�

difference� between� the� reception� of� a� timing� event� encoded� in�

synchronization� on� the� pair� of� signals.� In� one� form,� the� navigation�

station� is� a� mobile� unit� which� navigates� to� the� remotely� located�

beacon,� and� in� another� form� the� navigation� station� has� a� fixed�

position,� and� the� remotely� located� beacon� is� mobile.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An� underwater� navigation� system,� said� navigation� system� comprising�

a� beacon� which� transmits� a� first� signal� and� a� second� signal,� said� first�

and� second� signals� being� transmitted� in� synchronization� and� having� a�

respective� first� propagation� velocity� and� second� propagation�

velocity,said� navigation� system� further� comprising� a� navigating� station�

comprising� a� first� receiving� node,where� said� first� receiving� node�

comprises� a� first� and� a� second� receiving� device� for� respectively�

receiving� said� first� and� said� second� signal,wherein,� during� use,� a� time�

differential� between� said� first� signal� and� said� second� signal� is�

determined� from� measured� data� of� said� first� and� said� second�

receiving� device� and� wherein� a� range� of� said� transmitting� beacon�

from� said� navigating� station� is� determined� from� said� time� differential�

between� said� first� signal� and� said� second� signal.

[표 2.2.47] A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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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Undersea� seismic� monitoring� network

대표도면 국가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12/633514� (2009-12-08)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n� undersea� seismic� monitoring�

network,� the� monitoring� network� comprises� at� least� one� underwater�

vehicle� and� at� least� two� monitoring� stations� located� on� the� seabed,�

where� each� of� the� monitoring� stations� comprises� at� least� one� sensor�

for� gathering� seismic� data� and� a� radio� modem�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data� to� and� from� the� underwater� vehicle� via� a� first� wireless�

connection� and� where� a� second� wireless� connection� is� established�

between� the� monitoring� stations,� wherein� the� first� wireless� connection�

is� formed� by� electromagnetic� radiation� through� the� water� and� the�

second� wireless� connection� is� formed� by� the� propagation� of� an�

electromagnetic� signal� at� least� partially� through� the� seabed.

대표청구항

【청구항1】

1.� An� undersea� seismic� monitoring� network,� said� monitoring� network�

comprising� at� least� one� underwater� vehicle� and� at� least� two�

monitoring� stations� located� on� a� seabed,� each� of� said� at� least� two�

monitoring� stations� comprising� at� least� one� sensor� for� gathering�

seismic� data� and� a� radio� modem�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data�

to� and� from� said� at� least� one� underwater� vehicle� via� a� first� wireless�

connection� and� where� a� second� wireless� connection� is� established�

between� said� at� least� two� monitoring� stations,� wherein� said� first�

wireless� connection� is� formed� by� electromagnetic� radiation� through�

the� water� and� said� second� wireless� connection� is� formed� by� the�

propagation� of� an� electromagnetic� signal� at� least� partially� through� the�

seabed.

[표 2.2.48] A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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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 수중 탐지 장치,� 수중 탐지 방법 및 수중 탐지 프로그램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2011-138712� (2011-06-22)

등록번호

(등록일자)
5812397� (2015-10-02)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수중 탐지 장치 1의 연산 처리부 14는 취득한 에코 신호로부터 단체어를 검

출한다(S101).� 연산 처리부 14는 검출한 단체어 마다 입사각을 검출한다

(S102).� 연산 처리부 14는 입사각을 검출한 단체어의 반사 강도 TS를 산출한

다(S103).� 연산 처리부 14는 산출한 반사 강도 TS의 입사각 특성과 어종 마

다 설정된 템플릿 특성 곡선을 비교한다.� 연산 처리부 14는 산출한 반사 강도

TS의 입사각 특성이 가장 유사한 템플릿 특성 곡선에 대응하는 어종을 선택

대표청구항

【청구항1】

수중으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초음파 신호에 의한 수중으로부터의

에코 신호를 수신하는 송수신부와 상기 에코 신호에 기초하여 수중 이동체에

대한 상기 초음파 신호의 입사각과 상기 수중 이동체로부터의 반사에 의한 에

코 신호의 반사 강도를 검출하는 검출부와 복수 세트의 상기 입사각과 상기

반사 강도와의 관계에서 상기 수중 이동체의 종류를 판별하는 판별부를 구비

하고,� 상기 검출부는 상기 에코 신호의 강도에서 상기 수중 이동체의 존재를

검출하는 수중 이동체 검출부와 검출된 수중 이동체의 복수 타이밍에서의 위

치에서 상기 입사각을 검출하는 입사각 검출부와 검출된 수중 이동체의 반사

강도를 산출하여 상기 검출된 수중 이동체의 입사각에 연결함으로써,� 상기 입

사각과 상기 반사 강도와의조를 생성하는,� 판별 정보 생성부를 구비하고,� 상기

판별부는 상기 입사각축을 일정한 입사각폭으로 구성되는 복수의 입사각 병에

분할하고 상기 입사각 병 별 대표값에서 반사 강도의 분포 특성을 취득하고

상기 분포 특성에서 상기 수중 이동체의 종류를 판별하는,� 수중 탐지 장치.

[표 2.2.49] A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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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해양구조물의 정적 또는 동적 포지셔닝 또는 모션 제어 시스템 및 방법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1997-194656� (1997-07-18)�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해양구조물의 정적 및 동적 포지셔닝 또는 모션 제어 시스템 및 방

법에 관함으로써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본 발명은 환경 외력을 반영하여 해

양구조물과 라이저 및 계류 라인의 유체 역학적 혹은 공기 역학적 특성에 의

한 주기성 혹은 비주기성 복합 에너지와 반응을 실시간에 모니터링해 이것을

기초로 해양구조물에 대한 최적의 정적 및 동적 포지셔닝 또는 모션 제어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류 라인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용한 해양구조물

의 정적 및 동적 포지셔닝 또는 모션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며,� 본

발명은 계류 라인의 정적 및 동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류 라인의 수

명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계류 라인의 임계점을 회피해 그 사용 수명을 연

장시킬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계류 라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ROV� 수중 검사

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지만 본 발명에 의하면 계류 라인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므로 수중 검사에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대표청구항

【청구항1】

적어도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프로세서부(100)와 상기 프로세서부

(100)에 연결된 계류 라인,� 해양 환경,� 해양구조물의 6� 자유도 운동,� 탱크상

태,� 선체 상부,� 해저 또는 이들의 조합 안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광센서 측정

부(200a~200f)와 상기 프로세서부(100)에 연결된 계류 라인,� 해양 환경,� 해

양구조물의 6� 자유도 운동,� 탱크상태,� 선체 상부,� 해저 또는 이들의 조합 안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데이터 측정부(300a~300f)와 상기 프로세서부(100)에

연결된 외부 장비 연결부(400)와 상기 프로세서부(100)에 연결되어 디 이로

(Gyro)� (와)과 음파 탐지기(Sonar)� 모듈 중 적어도 하나 (을)를 가지는 시간

정보 동기 연결부(500)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부(100)는 상기 광센서 측정

부(200a~200f),� 상기 데이터 측정부(300a~300f)에 의해 계측된 데이터 및

전 기 디 이로(Gyro)� (와)과 음파 탐지기(Sonar)� 모듈 중 적어도 하나 (으)로

부터 산출되는 해양구조물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된 제어 알고

리즘을 통해서,� 전동 윈치(910)에 연결된 계류 라인(7)을 당기는 또는 느슨하

게한다 인가 회전형 터릿(920)의 회전을 제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러스터

-와 라다 -의 쳐 적어도 하나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위치결정 제어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류 라인,� 해양 환경,� 해양구조물의 6� 자유도 운동,� 탱크상태,�

선체 상부,� 해저 또는 이들의 조합 중 적어도 하나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용

한 해양구조물의 정적 또는 동적 포지셔닝 또는 모션 제어 시스템.

[표 2.2.50] A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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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
와이어제어를 이용한 수중예인 소나시스템

(UNDERWATER� TOWED� SONAR� SYSTEM� USING�WIRE� CONTROL)

대표도면 국가 KR

출원번호

(출원일자)
10-2014-0068645� (2014-06-05)

등록번호

(등록일자)
10-1666494� (2016-10-10)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와이어제어를 이용한 수중예인 소나시스템 및 그 자세 및 속도 제어방법이 개

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와이어제어를 이용한 수중예인 소나시스

템은,� 예인선에 의해 수중에서 예인되도록 마련되며,� 음파조사를 위한 소나가

탑재되는 토우피시유닛;� 예인선에 탑재되며,� 토우피시유닛의 요잉운동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토우피시유닛의 양쪽에 상응하여 연결되는 와이어를 각각� 구비

하는 복수의 윈치유닛;� 토우피시유닛의 위치와 자세 속도 데이터 및 상대속도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도록 토우피시유닛에 탑재되는 토우피시감지유닛;� 및 토

우피시감지유닛으로부터 제공되는 토우피시유닛의 위치와 자세 속도 데이터

및 상대속도 중 어느 하나를 기초로 윈치유닛을 제어하여 토우피시유닛의 요

잉운동을 제어하는 메인컨트롤유닛을 포함한다.� 이러한 와이어제어를 이용한

수중예인 소나시스템은,� 예인선에 의한 토우피시의 예인 시에 토우피시를 일정

한 속도와 직진을 갖도록 예인하여 해저환경의 영상에 대한 질 좋은 원시자료

의 취득 가능

대표청구항

【청구항1】

예인선(100)에 의해 수중에서 예인되도록 마련되며,� 음파조사를 위한 소나가

탑재되는 토우피시유닛(110);상기 예인선(100)에 탑재되며,� 상기 토우피시유

닛(110)의 요잉운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상기 토우피시유닛(110)의 양쪽에 상

응하여 연결되는 와이어(121)를 각각� 구비하는 복수의 윈치유닛(120);상기 토

우피시유닛(110)의 위치와 자세 속도 데이터 및 상대속도 중 적어도 어느 하

나를 제공하도록 상기 토우피시유닛(110)에 탑재되는 토우피시감지유닛(130);�

및상기 토우피시감지유닛(130)으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토우피시유닛(110)의

위치와 자세 속도 데이터 및 상대속도 중 어느 하나를 기초로 상기 윈치유닛

(120)을 제어하여 상기 토우피시유닛(110)의 요잉운동을 제어하는 메인컨트롤

유닛(140)을 포함하며,상기 토우피시감지유닛(130)은,� 상기 토우피시유닛

[표 2.2.51] A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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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 수중 이동체 및 수중 통신 시스템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2016-198245� (2016-10-06)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수중에 위치하는 중계 장치와 자기와의 위치 관계를 무선 통신 상태에 따라

제어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양호한 통신 상태를 유지한 채로 활동 범위를 확

대.� 수중 이동체는 중계 장치와 수중에서 무선 통신하는 통신 수단과 상기 중

계 장치와 자기 사이에 둘 수 있는 무선 통신 상태를 감지하는 검지 수단과

상기 검지 수단에 의한 검지 결과가 미리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상기 중계

장치와 자기와의 위치 관계를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가진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

중계 장치와 수중에서 무선 통신하는 통신 수단과 상기 중계 장치와 자기 사

이에 둘 수 있는 무선 통신 상태를 감지하는 검지 수단과 상기 검지 수단에

의한 검지 결과가 미리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상기 중계 장치와 자기와의

위치 관계를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가지는 수중 이동체.

[표 2.2.52] AC-10

NO 9
와이어제어를 이용한 수중예인 소나시스템

(UNDERWATER� TOWED� SONAR� SYSTEM� USING�WIRE� CONTROL)

(110)의 위치와 자세 속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관성측정유닛(inertial�

measurement� unit,131)과 음파의 도플러 현상을 이용하여 상대속도를 측정

하는 도플러 속도 로그(doppler� velocity� log,132)�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

함하고,상기 예인선(100)에는,� 두 개의 수신기를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하

는 DGPS(135)가� 탑재되며,상기 메인컨트롤유닛(140)에는,� 상기 예인선(100)

의 속도와 DGPS(135)에 의한 예인선(100)의 위치좌표가 추가적으로 제공되

며,상기 메인컨트롤유닛(140)은,� 상기 예인선(100)의 위치정보와 상기 예인선

(100)의 속도를 추가하여 상기 토우피시유닛(110)의 요잉운동을 제어하고,상

기 토우피시유닛(110)은,상기 소나가 전방에 탑재되며,� 유선형으로 마련되는

토우피시본체(111);� 및상기 토우피시본체(111)의 길이 방향에 교차하게 배치

되며,� 상기 와이어(121)가� 양쪽에 연결되는 토우피시날개(112)를 포함하는 와

이어제어를 이용한 수중예인 소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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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 수중 이동체 및 프로그램

대표도면 국가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2016-222069� (2016-11-15)

등록번호

(등록일자)
-

기술분류 AC

기술 요약

예를 들면 어류를 포획하거나 어류를 육성할 경우에 대상으로 하는 어류의 움

직임을 제어하는 수중 이동체를 제공하며,� 수중 드론의 제어부 10은 수중의

이동을 제어하는 이동 제어부 105와 이동 제어부 105의 제어에 의해 수중을

이동해 어류의 위치를 감지하는 어류 손잡이 103과 어류 손잡이 103이 검지

한 어류의 위치에 기반하여 어류를 유도하는 발신 제어부 106을 구비

대표청구항

【청구항1】

수중의 이동을 제어하는 이동 제어 수단과 상기 이동 제어 수단의 제어에 의

해 수중을 이동해 어류의 위치를 감지하는 검지 수단과 상기 검지 수단이 검

지한 어류의 위치에 기반하여 당해 어류를 유도하는 유도 수단을 구비하는 수

중 이동체.

[표 2.2.53] AC-11

라. 특허 기술동향 분석 결론

○ 특허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수중관광인프라 구성을 위한 전반의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선진국과 기술수준은 낮으나 최근 특허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미국 사이에 자리하고 있음. 

○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수중 구조물(AB) 분

야에 대한 개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어지며 특히 수중 이동체 기술(AA)은 그 발전 가능성이 

타 분야에 비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심화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 해역 특성에 맞는 수중관광 콘텐츠 및 필요 인프라 도출필요

- 수중관광인프라 연결 및 이동 시설물(수중기차, 수중터널, 수중트램, 수중케

이블카 등) 설계시공 기술개발 및 권리확보 필요

- ICT 기반 수중관광인프라 안전관리 및 제어 기술개발 필요

- 수중생태환경 활성화 기술 및 관광자원화로 인한 미래 해양 산업 성장

○ 수중인프라의 건설기술은 기술적 완벽도가 중요하므로 수요지역을 대상으로 

기술적 검증을 위한 실증 연구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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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기존 기술(연구)과의 차별성 

○ 본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기술은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과 해양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중에서 해양을 직접 체험하

고 느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한 기존의 해양관광 개념

에 대한 업그레이드 도모를 위함임.

○ 지역별 해역특성에 부합토록 수중 관광레져(잠수함) 콘텐츠 발굴과 콘텐츠 

구현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가능

○ 수중 인프라의 건설기술은 기술적 완벽도가 중요하므로 금회 검토내용을 토대

로 향후 수요 지역을 대상으로한 기술적 검증을 위한 실증 연구개발이 필요함.

○ 수중 관광인프라를 통한 수중 생태환경의 관광자원화는 미래의 해양 공간 

개발 및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이므로 친환경적인 기반시설 

제시가 필요함.

○ 수중 생태환경의 관광을 위한 방법으로 해중전망대 또는 잠수함 등의 주요 

인프라 시설이용과 직접 체험을 위한 방법으로 해안에서의 스노클 또는 스

킨스쿠버가 있으며 각 시설의 이용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해중전망시설은 남녀노소가 편리하게 수중 생태환경의 직접관람은 가능하나 

관람 지역이 제한적이며, 전망시설 설치시 시공에 따른 생태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한 단점이 있음

- 잠수함의 경우 승선, 하선장으로의 이동 등 수중 생태환경 관람시간 대비 

소요시간이 상당하며, 1회 이용시 비용의 고가로 인해 이용자의 부담이 있음

- 스노클은 해안에서 이뤄지므로 이용가능 수심의 제한, 계절적 요인 및 스노

클 이용자에 의한 생태환경 파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스킨스쿠버의 경우 

가장 적극적인 생태환경의 체험이나 전문교육을 수료해야하는 불편이 있음

○ 따라서 상기사항에 대한 개선과 생태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수중관광 

인프라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중 생태환경의 직접관람이 가능(ex. 잠수함, 스킨스쿠버)토록 수중에서 이

동이 가능한 시설 도입

- 수중 이동시설의 승선, 하선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수중 이동시설 개선(육상부~수중부 이동)을 위한 시설물 개념

- 종래의 방식 : 선착장 → 선박승선 및 이동 → 잠수함승선 → 수중관광

- 금회 개념설계 : 선착장 → 수중관광(수륙양용이 가능한 수중이동체 → 가칭 

수중케이블카(UNDERWATER GONDOLA)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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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이동방식 개선을 위한 시설물 개념

- 종래의 방식 :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 관광(운항시설, 선장 및 승선 인원 필요)

- 금회 개념설계 : 수중에 설치된 케이블을 따라 수중 이동체(수중 케이블카)

를 이용한 수중 관광(별도의 운항시설, 승선 인원 필요 없음)

○ 스테이션(정거장) 개념을 도입한 도서지역 육상부와 연결

- 도서지역 접근시 수육양용 가능에 따른 접근성 개선, 친환경 시설로 부유식 

시설(정거장, 연결도교)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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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합분석 

2.3.1 국내 정책동향 및 환경분석 시사점 

가. 국내 현황 및 제약요인 분석 

1) 해양에 대한 인식저변의 한계

○ 해양관광산업의 높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관광정책은 육상

자원(산, 둘레길, 자전거, 캠핑, 문화재 등) 중심으로 추진

○ 반면, 어촌은 바다, 섬, 해양레저, 어항,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갯벌, 어업체험 등 콘텐츠가 한정되어 있어 방문객이 특

정지역에 편중(경기 45만, 경남 22만)

  - ’17년 어촌체험마을 110개 운영(131만명 방문, 방문소득 258억원 달성)

2) 수중관광에 대한 기회요인의 증가

○ 국내 해양관광활동 여건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제도, 스킨스쿠버활동 참여 

의향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관광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해양레저활동이

나 스킨스쿠버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국내 해양레저관광은 ’17년 이용객 58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서핑(10만), 수

중레저(108만), 카누‧카약(1.5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해양관광실태조사(통계진흥원), 낚시(700만명), 해수욕장(1억명), 단순 어항방

문 제외

○ 한편, 이러한 잠재 시장의 형성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스킨스쿠버 활동을 중

심으로하는 해중공간에서의 관광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중

장기 육성 전략 등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정책수립과 연계되는 기초적 통계자료의 구축과 관련해서 스킨스쿠버

활동은 기초적 현황이나 제도적 제약요인 분석 등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이 

크게 미흡하며 정책을 담당하기 위한 기관의 부재 등도 활성화의 저해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한 공간의 부족이나 어업인과의 마찰이 매

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다이버들의 수산물 절취 문제가 언론

에 보도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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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다이빙 포인트까지의 이동수단과 관련해서는 어선을 이용하는 

문제가 현행 법령상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어선을 사용하

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마리나 항만 34개소가 운영(2,355선석) 중이며 거점형 마리나 6개소를 조성

(~’22)하고 있으나, 계류선석 부족*으로 산업 활성화가 지연

  - 전국 평균 계류율 86%, 수영만(448선석), 전곡(200), 여수(150) 등은 100% 이상 

3)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관련 제약 및 마찰요인

○ 서핑 카약 등 해양레포츠인구 증가에도 이의 육성정책이 없었으며, 해양관광

레저 활동에 대한 조사 미흡 등 법･제도 기반이 부족 

○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한 교육, 자격증 발급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전개됨에 

따라 이들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나 인증, 안전관리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방

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해중레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나 필수 교육

사항에 대한 공통 매뉴얼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스킨스쿠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의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활동자들의 편의제공과 더불어 

지역주민인 어업인들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스킨스쿠버와 관련된 제약요인이나 마찰요인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

타나고 있으므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정책대안

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동선박과 기반시설의 문제, 해중레저 활동공간의 부족 및 수산물 절취, 해

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교육기반의 미흡.

  - 안전 및 교육기반의 저변을 위한 콘텐츠 기획 필요함.

나. 법제도 정비 및 추진체계 확립

○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가칭)「해양레저관광발전법」과「해

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제정(’18~) 추진

○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해양관광 발전계획인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14~’23) 수정계획 수립(’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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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관련부처,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18.下~)

  - 편리하고 안전한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2.3.2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시사점

1) 콘텐츠 기술동향 분석 시사점

○ 차별화된 콘셉의 랜드마크 구축 및 방문객 동향, 니즈(Needs) 반영 필요

- 수중 관광 시설은 호텔, 레스토랑, 잠수함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 

- 보다 개인화된, 차별화된 컨셉의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음. 연인, 가족 중심

의 바다 속 체험 및 여가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랑독 루시옹은 스포츠 시설, 요트정박시설, 휴게･편의시설 등 변화하는 관광

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설계 시부

터 고려하여 적용함.

- 라 그랑모트와 온타리오 플레이스와 같이 공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 

조성을 위해 건축디자인 또는 프로그램 등에 차별화된 이색 콘셉을 도입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간의 가치와 경쟁력을 확보함.

-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역동적인 체험 요소를 곳곳에 배치하여 

시선과 흥미를 유도하고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 니즈

(Needs)를 수용한 레저, 문화, 쇼핑 등의 어뮤즈먼트적인 요소를 도입함.

- 차별화된 디자인이 가미된 수중 건축, 조경 랜드마크 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인지시키며 다양한 콘텐츠 도입을 통해 

신규 방문 수요 창출 및 체류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개인과 연인 그리고 가족의 여가 및 체험 중심의 수중 공간의 개발이 필요함.

2) 특허 기술 분석 시사점

○ 첨단공연시스템 기술의 산업분야 특성과 특허동향 결과의 부합 정도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은 수중 이동체, 수중 구조물, 수중 안전관리 등의 기

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은 최근 세계시장에 따른 산업적/기술적/

시장적/경제적 이슈가 있으며, 최근 분석구간에서 한국 및 미국 출원이 증가

한 양상이 산업적/기술적/시장적/경제적 사안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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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의 향후 성장 추이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의 성장단계는 최근까지 성숙기 진입 단계 형태가 나

타나 이후 구간에서 쇠퇴기 단계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음.

○ 해당 기술 기획의 적절성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은 성장기 말기 혹은 성숙기 초기 단계인 것으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시장성이 낮아지고 장벽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함. 해당 기술에 신규 아이디어 및 최신 트

렌드를 반영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장벽이 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정량적 요소 기준 해당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 및 기관/기업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과 관련하여 일본 국적 기업인 MITSUI E&S HOLDINGS 

CO LTD, HITACHI-GE NUCLEAR ENERGY LTD, IHI CORP, TOSHIBA  

CORP 유럽 기업인 Technip France, Single Buoy Moorings Inc, ATLAS 

ELEKTRONIK GMBH, WFS Technologies Ltd. 등이 최다수의 특허를 보유하

고 있어, 해당 기술은 다출원 기준으로 일본 및 유럽 해당 국가 및 기업이 

본 기술에 대해 특허 정량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됨.

○ 정량적 요소 기준 국내 기관/기업의 기술 수준

- 수중관광 인프라 기술 관련하여 타 국적 기업 대비 국내 기관/기업의 특허

기술은 정량적으로도 건수가 적으며 자국에 치중되어 출원하고 있어, 해외

로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그러나 타 기술분야 대비 산업계 기업

의 출원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중관광인프라 기술의 시장성 및 상업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보유 특허기술에 대한 심층분석이 요구되는 기관/기업

- 국가별 주요 출원인은 출원건수의 정량적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 것이며, 

출원인별 보유한 특허기술의 본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 기술 개발 과

제 기술과의 유사성 및 심층분석 등에 대한 정성적인 기준 및 판단 결과는 

정량적 기준과 다를 수 있음. 그러나 정성적 심층 분석의 대상이 되는 출원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할 시, 다출원인 순위 및 자국 외 출원 현황, 최근 출원 

증가율 등의 정량적 결과는 효과적으로 참조될 수 있는 바, 국내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일본의 MITSUI E&S HOLDINGS CO LTD, HITACHI-GE 

NUCLEAR ENERGY LTD, 자국 외 특허를 출원한 유럽의 Technip France, 

Single Buoy Moorings Inc. 등이 보유한 특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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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술 분야에서의 해당 기술의 사용을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출원이 활발

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활동을 진행하거나, 주요 경쟁사의 최근 기술의 

분석을 통해 출원 방향 또는 연구 방향의 설정을 통해 출원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음.

- 공백기술의 확인을 통해, 공백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룰 수 있으나, 공백기술 분야의 시장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세부기술별 특허동향에서, 수중구조물 기술(AB) 분야의 특허출원은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연구를 통한 특허출원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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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3.1 SWOT 분석

3.1.1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 우리 원에는 수중관관인프라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한 인적 및 연구인프라 역

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인프라 : 수리실험동, 수중건설로봇복합실증센터 등 장비를 이용한 기술의 

검증 가능

- 인적 인프라 :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에 해당하는 전공분야 및 부서

연구 주제 해당 분야

수중관광 인프라 설계/시공 기술
해안공학,� 구조공학,� 지반공학 등 (연안개발에너지연

구센터/해양 ICT� 융합연구센터)

수중 이동 시설물 설계/시공기술
기계공학,� 해안공학,� 구조공학,� (연안개발에너지연구

센터/해양 ICT� 융합연구센터)

ICT� 기반 수중관광인프라 안전관리 및

제어기술
정보통신,� 기계공학 등(해양 ICT�융합연구센터)

수중 생태 환경 활성화 기술 및

관광자원화

해양생물,� 해양생태,� 해안공학,� 구조공학(해양생태연

구센터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

터/해양 ICT� 융합연구센터)

해역 특성에 맞는 수중관광 콘텐츠 개발 정보통신,� 기계공학 등(해양 ICT�융합연구센터)

[표 3.1.1] 내부 역량

3.1.2 SWOT 분석

○ 국내외 시장 산업, 정책, 기술동향을 분석한 결과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그

리고 외부환경의 기회 및 위협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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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SWO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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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미래시장 대응전략

○ SWOT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미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 

대응전략 구체적인 방안

미래 선점을 위한

원천기반기술 개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

-� 안전한 기술 확보 위한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

-� 인프라 및 수중이동체 기초 기술 집중 지원

-� ICT를 활용한 안전 기술 개발

•�첨단기술활용 기술 융복합 수중 관광인프라 기술

-� 기능 확대 및 기능 추가를 위한 BT,� NT,� IT� 등의 첨단기술 활용

수중 관광인프라

기술 경쟁력 강화

•�안전한 친환경수중관관인프라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분야 선정

-� 수중관광 인프라 설계/시공 기술

-� 수중이동 시설물 설계/시공 기술

-� ICT� 기반 수중관광인프라 안전관리 및 제어기술

-� 수중 생태 환경 활성화 기술 및 관광자원화

-� 해역 특성에 맞는 수중관광 콘텐츠 개발

•�수중관관인프라의 실용화 방안 수립

-� 실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기본 계획 수립

[표 3.1.2] 미래시장 대응전략

○ 키워드를 통한 방향 설정

[그림 3.1.2] 키워드를 통한 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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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전 및 목표

3.2.1 비전 및 목표

○ 전문가의 의견조사와 국내의 기술 및 시장현황에 근거한 SWOT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기결과 연구 비전을 다음 같이 설정하였음. 

수중 관광인프라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하여 수중관광분야 

Low-tec 이미지 탈피, 2025년 실용화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중관광인프라 기반 기술

로 하였으며, 연구 비전 실현 및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 목표로 

다음 그림과 같이 수중관광크루즈, 수중관광단지조성, 수중관광콘텐츠 및 

ICT기반 안전관리 및 제어기술 개발 등으로 설정함. 

[그림 3.2.1]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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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추진단계 및 단계별 목표설정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추진 단계를 다음과 같이 기획연구, 기반기술 연

구, 실용화 기술연구로 구분하여, 기술선도형 발전전략을 구성함.

○ 기획연구단계(’18): 필요성 평가, 수요분석, 요소 기술 분석, R&D 계획 수립

을 수행함. 

○ 연구단계는 기획연구 → 핵심기술개발 연구 → 실용화(응용) 연구 분야로 구

분하였으며,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TRL 1,2인 기술을 5,6으로 상승시키며, 

실용화 연구를 통하여 TRL을 7,8까지 상승시킴. 

○ 기반기술연구단계(’20~’23) : 수중관광인프라를 위한 기반기술인 수중인프라, 

수중이동체, ICT 기반 안전 기술 등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여 실험실 규모의 

검증을 수행함. 또한 실용화를 위한 시범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함. 

○ 실용화기술개발단계(’24~’27) : 기반기술연구단계에서 수행한 시범사업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선정된 수중관광인프라를 현장에 실증 적용을 함. 

[그림 3.2.2] 단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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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개발과제 구성

3.3.1 후보세부기술도출

○ 핵심요소 기술개발 과업의 구성과 핵심 전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개발 분야를 도출함. 

- 수중관광크루즈 기술

- 수중관광 단지(인프라) 조성 기술

- 수중관광 콘텐츠 기술

- ICT 기반 안전 및 제어 기술

[그림 3.3.1] 연구개발과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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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목표성능 및 기술수준

○ 수심 100m 이내에 설치 가능한 수중인프라와 수중 크루즈관련 기술 및 ICT 

기반 안전 및 제어 기술을 목표 및 기술수준으로 설정함. 

 

[표 3.3.1] 목표 성능 및 기술수준

3.3.3 연구개발과제의 구성

○ 연구체계의 구성 : 전체 4개의 세부로 구분함. 

[그림 3.3.2] 4세부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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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과제별/연차별 로드맵

[그림 3.3.3] 1세부 과제 개요

[그림 3.3.4] 1세부 과제 연차별 추진 로드맵



제3장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139

 

[그림 3.3.5] 2세부 과제 개요

[그림 3.3.6] 2세부 과제 연차별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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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3세부 과제 개요

[그림 3.3.8] 3세부 과제 연차별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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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4세부 과제 개요

 
[그림 3.3.10] 4세부 과제 연차별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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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성과의 활용방안

[그림 3.3.11] 성과의 활용방안

○ KIOST 주도 중장기 융복합 연구과제 추진

- 수중관광 인프라의 건설기술 확보와 친환경 수중상태계 조성 기술 실현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수중 복합 관광인프라 조성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

발 과제 추진

○ 친환경 수중관광 인프라 조성의 해양신산업 사업화 기반 마련

- 지역사회와 연계된 수중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확대 등 

신해양산업 창출 및 활성화

- 점차 황폐화되어 가는 연안 생태계 복원의 관심과 해양생태 관광산업화 모

델 제시

○ 기술적 기대효과

- 수중 복합 인프라의 건설기술 확보와 실증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수중 복합 관광인프라 건설 기술 확보

- 수중산책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노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적

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제적 해상연결 방안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

행 기술 실현

- 4차산업혁명 대응 ICT 기반의 수중인프라 관리 및 제어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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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인프라 에너지 자체 해결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의 성공적 사례 구축

○ 경제적･산업적 기대효과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국

제 관광도시 콘텐츠 제공하여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 동력 제공

- 해양생태 복원,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수중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해양공간 조성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수중 

인프라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사회적 기대효과

- 점차 황폐화되어 가는 연안 생태계 복원의 관심과 투자 모델을 제공

- 국민의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수요 대응 및 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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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4.1 정책적 타당성

4.1.1 국가전략의 중요성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대한민국)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

한 6대 추진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수립하여 전 국토를 고르게 개발하려

고 추진하고 있음. 

○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그림 4.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대한민국정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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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나.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문화체육관광부)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전략으로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명품관광자원 

확충 및 관광개발 정책 효율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해양관광자원 개발, 동해안 생태관광 등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에 본 기본 계획에 맞추어 기술 개발을 대응 해야 함. 

[표 4.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기본방향

추진전략

� -� 미래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新관광개발 영역 발굴
(해양관광도시 지정 및 육성,�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수상관광레저

�스포츠 기반 조성)

� -�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문화가 흐르는 도시관광 구축

(도시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생태 및 문화 관광도시 개발,� 도시 랜드마크의 관광

�자원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시 이미지 확립)

지역경관에 기반한 관광 특성화 지역 육성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특성화 지역 육성,�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지역별 테마

�발굴을 통한 지역 특성화,�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대구･경북
관광권

� “3대문화 역사관광의 거점”

� -� 3대문화권이 살아있는 한국 역사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

� -� 3대 문화권의 관광자원 및 생태자원 특화

� -� 백두대간과 낙동강,�동해안 해양축을 연계한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초광역

관광벨트

추진전략

� 동･서･남해안 관광벨트(동해안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결합한 ‘동해안 관광벨트’)
� -�설악~금강권의 자연자원과 경주권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동해권 국제관광거점

을 조성

� -� 강원도 고성~부산을 연결하는 ‘해파랑길’�조성과 관광명소화 추진

[표 4.1.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전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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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전략별 추진과제에서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을 만들기 위해 

해중레저의 대중화기반을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본 기술이 이에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1.3]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전략별

추진과제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 -� 해양치유관광 육성

� -�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
� -� 노후항만의 해양친수공간화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 -� 생태관광 활성화

� -�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해중레저의 대중화 기반 조성

폐어선,� 인공,� 어초,� 산호초 양성 등을 통한 해중경관 조성

사업 추진

� -� 마리나산업 고도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 -�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 -� 해양문화시설 확충

�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지역특화상품 개발,�랜드마크 조성 등 ‘연안도시’를 관광상품

화하여 여행객 체류기간 연장 및 재방문 촉진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 -� 어촌의 관광자원화

�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해안테마마을 조성

� -� 섬관광 활성화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 -� 동북아 크루즈 허브 실현

� -�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 -� 여수박람회장의 국제해양관광허브화

� -�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유치

[표 4.1.4]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

자료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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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정책적 추진의지

가.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2018.07.11.,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해

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해양관광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적 추진의지가 매우 높음. 

비전 즐거움이 있는 바다, 바다가 있는 삶

정책
목표

 ◈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명 달성
※ ’17년 해양레저관광인구 580만명(해수욕장, 낚시, 단순 어항방문 제외)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

추 진 방 향 추 진 과 제

고품격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마리나 산업 기반 조성

  크루즈 산업 체질개선

  수중레저 산업 활성화 지원

  사계절 해양치유 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
하드 소프트웨어 구비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레저관광 공간 조성

  해양레저관광 신규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해양레저관광 체험활동 강화

  안전한 해양레저관광 환경 조성

  해양교육ㆍ문화 확산

기반구축 법･제도 정비 추진체계 확립 산업통계 구축

[그림 4.1.2]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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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에서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중레저 적합해역

을 해중경관지구(4개소)로 지정(‘18.下)하고 다이빙센터, 해중전망대 등 해중

공원 시범사업(‘20~) 추진

- 다이빙 선박 전용 계류시설과 다이빙 진입 계단 등 수중레저 활동에 필요한 

기초 시설 조성(어항 등 5개소, ’20년~) 추진

- (총괄법)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가칭)「해양레저관광발전

법」과「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제정(’18~) 추진

- (종합계획)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해양관광 발전계획

인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14~’23) 수정계획 수립(’18.12)

- (관광협의체)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관련부처,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18.下~)

    * 반기별 1회(필요시 수시), 해수부･문체부 차관(공동 의장), 지자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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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적 타당성 

4.2.1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가.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개념설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1) 입지검토 개요

○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기술 대상 입지의 선정은 향후 사업추진의 현실

화가 가능토록 정부의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해중경관 및 추진 사업계획 관련하여 전국 연안권 11개 지자

체를 대상으로 대면평가, 수중실사 및 지역구성원 면담 등 종합적인 평가를 

2018년 6월에 실시, 해중경관이 우수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역을 지구로 지

정하여 해중경관보호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자,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강원 고성군과 

제주 서귀포시 문섬일대를 최종 선정한 바 있음.

○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은 2019년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2022

년까지 해양레저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건립, 수중경관 전망 등 해양관광 인프

라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금회 검토 중인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기술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최적의 입지조건이라 할 수 있음.

[그림 4.2.1] 제주 서귀포시 문섬 위치도

 

○ 따라서 금회 입지검토 지역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제2항(바다속 경관

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정하는 해역)에 해당 “해중경관지구 지정지역”이며,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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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연산호 군락지로 알려진 곳으로 원도심인 서귀포시의 인구밀집도, 상권과 

연계되어 지역 경제에도 긍적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개대되는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를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 입지 검토지역으로 선정하

였음.

○ 서귀포시 문섬일대는 제주도립해상공원이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

고 있는 곳인만큼 해양레저관광 사업 추진시 특히 친환경 개발이 필요한 지

역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므로 천혜자연 문섬지역의 수중자원인 연

산호 군락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친환경적이고, 자연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수중관광 인프라 시설계획 검토함.

○ 각 시설은 고유한 특성 및 기능 등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하며, 주변 개발

계획, 전망관계 등 시각적 측면 및 방향,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계획 수립함.

[그림 4.2.2] 제주 서귀포시 문섬 경관사진

 

2) 현황조사

○ 기 수립 개발계획

- 사업대상지역은 서귀포항~문섬 일대로 2018년 6월 해중경관지구지정 평가시 

제주도에서는 공모 사업신청서에 수족관, 다이빙교육장, 다이빙용품 보관소, 

문화체험장, 전망대,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3층 규모의 해양레저스포

츠 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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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폐어선 등을 활용한 어초가 있는 수중공원과 수중 결혼식을 할 수 있

는 해양관광시설도 계획하였으며, 카약, 카누, 글라스보트 체험장과 부유식 

해상 계류장 선상 낚시 체험 등도 구성하였음.

[그림 4.2.3] 제주 서귀포시 문섬일대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계획(안)

○ 자연현황

- 문섬 일대는 국내 최대 연산호 군락지로서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서귀포 잠

수함, 다이버 포인트)이 운영 중인 곳이므로 이를 고려한 시설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4.2.4] 문섬 주변 수중경관(연산호 군락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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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시설 검토 시 고려사항

-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 검토시에는 국내 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대상지 인근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중 가시거리, 어류 및 수중생태계 

특성, 이용자의 안전성,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계획과 노

선을 선정 

- 또한, 설치수심 등 자연적 여건, 문화재 보호구역, 마을 어장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치 위치 선정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사례조사 ㆍ어류의 서식을 고려하여 대다수가 수심 6~7m위치에 설치 ㆍ국내･외 사례 조사

서귀포

잠수함

ㆍ어류의 서식지 관광은 6~7m�내외의 수심이 적합

ㆍ문섬 주변으로 수중 40m�지점까지 관광이 가능하나 평상시

가시거리가 2m�미만

ㆍ모래지역 보다는 간출암 및 수중암초 등의 환경조건이 수중생물

(어류 및 산호)�관광에 유리함

안전성

ㆍ수심이 깊을수록 구조체가 커지면 불리(제체에 작용하는 수압의

영향이 커지고 수중 케이블카(잠수함)의 내구력이 커져야 됨에

따라 구조적 위험도 증가)

경제성
ㆍ수심이 깊을수록 불리(주 케이블 고정을 위한 보조케이블 규격,�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공사비에 불리)

[표 4.2.1]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 설치시 고려사항

○ 국내 외 사례 조사

- 계획 중 및 기 설치된 해중시설(전망대 등)에 대하여 국내 외 사례 조사를 

검토한 결과 설치수심은 다음과 같음(제2장 2절 기술동향분석 참조)

구 분 세 부 내 용 설치수심 비고

천부해중전망대 울릉도 천부항 6.0m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서귀포시 성산읍 17.0m 계획유보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경북 울진군 죽변면 7.0m 2020년 예정

부세나 해중공원 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 8.2m

카라츠시 겐카이 해중전망대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 7.3m

쿠시모토 해중공원 일본 와카야마현 히가시무로군 7.8m

카츠우라 해중공원 일본 치바도 카츠우라구 8.2m

피시아이 해중전망대 괌 -� 피티밤홀 9.0m

코랄월드 해중전망대 미국 버진아일랜드 4.6m

마린파크 해중전망대 이스라엘(홍해) 6.0m

[표 4.2.2] 국내외 사례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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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수심 검토

- 금회 검토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설계파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으나 제주도 

서귀포 지역의 외곽시설(외항방파제, 남방파제) 설계시 설계파고가 8.8~9.3m

이므로 이상시 부유물질에 의한 시설 안정성 고려시 설계파고의 1/2에 여유

고 1.0m를 감안하여 해수면으로부터의 하향 수심은 최소 6m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 지표면으로부터의 상향 수심은 해류에 의한 해저질 이동에 따른 혼탁을 감

안한 시야 확보 및 이상시 해저물질의 이동에 따른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 1.5m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중관광 전망구간 및 이동시설(수중케이블카)의 높이 2.0~3.0m 감안시 10.0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수중관광인프라 시설의 설치수심은 대상지역의 수심현황 및 국내

외 해중전망시설 설치 사례 등을 고려하여 DL(–)6.0m ~ DL(–)20.0m(해저

깊이에 따른 수중 가시거리 고려)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그림 4.2.5] 문섬 주변 수심분포(해도)

- 사업대상지의 수심(해도) 및 지형 등 자연적 여건, 인근 인프라와의 연계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설치위치 선정

- 설치수심 검토 및 대상해역의 수심 등 자연조건 고려, 국내 외 해중전시설 

설치 사례 등을 고려하고, 기존 구조물(방파제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고, 선박의 입 출항 간섭 등을 고려하여 노

선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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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배치계획

1) 배치개요

○ 시설배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정하고, 각 공간별 이미지와 특성

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함.

○ 도입시설은 입지 및 기능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설간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 각 시설은 기능상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되 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함.

○ 각 시설은 고유한 특성 및 기능 등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하며, 조망관계 

등 시각적 측면 및 방향,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계획 수립

○ 시설은 형태 색채, 질감 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함.

2) 시설배치

○ 수심별 다양한 어류감상이 가능한 수심 DL(–)6.0m ~ DL(–)20.0m 해역에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 사업대상지의 현장여건 및 해양환경 보존,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이용자의 

이용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한 수중 케이블을 주요 시설로 설치

- 수중에서의 이동은 케이블에 결합된 수중케이블카(잠수함)를 이용하여 수중 

관광지역(어종, 연산호 군락지 등) 관람이 가능토록하고, 수상부 경관이 수

려한 곳(문섬 및 새끼섬)에서 부상하여 해상정거장(부유식)에서 포토존을 포

함한 친수 휴게공간 조성 및 육지(문섬)로 이동이 가능토록 연결도교(부유

식)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3) 시설계획

○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입지에 대한 서귀포~문섬 일대

의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계획함.

구 분 단위 수량 비 고

수중케이블 km 6.5 케이블직경 ∅36.6mm
수중케이블카(잠수함) 식 1 B� 3.0m,� H� 3.0m,� L� 7.0m

해상 정거장(부유식) 식 1.0 강재 함선(B� 30m,� H� 5m,� L� 50m)

연결 도교(부유식) m 30 PE�푼톤

[표 4.2.3]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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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 평면배치계획(안)

4.2.2 개념설계

가. 설계조건 

1) 설계조위 및 설계 파랑

구 분 조위도

약최고고조위(App.H.H.W) DL.(+)� 303.2

대조평균고조위(H.W.O.S.T) DL.(+)� 261.0

평균고조위(H.W.O.M.T) DL.(+)� 227.3

소조평균고조위(H.W.O.N.T) DL.(+)� 193.6

평균해면(M.S.L) DL.(+)� 151.6

소조평균저조위(L.W.O.N.T) DL.(+)� 109.6

평균저조위(L.W.O.M.T) DL.(+)� 75.9

대조평균저조위(L.W.O.S.T) DL.(+)� 42.2

약최저저조위(App.L.L.W) DL.(±)� 0.0

[표 4.2.4] 설계 조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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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기(s) 파 고(m) 비 고

상시 8.0 0.5

이상시 14.37 10.85

[표 4.2.5] 설계 파랑

  

나.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개념설계

1) 시설별 검토

     (1) 수중 케이블 설치계획

○ 수중관광인프라 연결 및 이동 시설물(수중기차, 수중터널, 수중트램, 수중케

이블카 등) 에 대한 검토 필요

- 수중관광인프라간 연결을 위해 이동시설 계획의 편리성, 시설의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수중 시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케이블 방식의 연결에 대한 검토 

수행

 ‣ 수중기차, 트램 :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운항장치, 운항사 등의 인력

이 필요하며 레일설치를 위한 노반공사가 필요

 ‣ 수중터널 : 수중터널 공사에 따른 수중생태환경의 교란 등 발생, 수심, 지

반조건 등의 제약 발생

 ‣ 수중케이블 : 이동을 위한 주케이블 및 위치 고정을 위한 보조케이블로만 

구성, 별도의 지반개량이 필요치 않으므로 수중생태환경의 

교란 최소화

[그림 4.2.7] 수중케이블 설치계획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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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케이블 및 보조케이블 검토

○ 수중 케이블 설치 시 주케이블의 고정을 위해 보조케이블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주케이블에 작용하는 외력을 고려하여 외력을 산정, 주케이블 및 

보조케이블의 강선 단면을 검토함. 

- 설치 대상지역의 수심(수면 하 15m) 및 해저지형, 설계외력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해석모델을 검토함.

[그림 4.2.8] 수중케이블 해석모델 개념도 

[그림 4.2.9] 수중케이블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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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이블 및 보조케이블의 해석모델링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2.10] 수중케이블 해석모델링

 ‣ 상시 운영조건(파고 0.5m, 주기 8sec)에서의 작용외력에 대한 케이블 장력 및 

변위 검토결과, 주케이블은 수평방향 최대 65cm, 수직방향 50cm 변위가 발생

하는 것으로 검토됨. 이때 보조케이블에 작용하는 장력은 20kN이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됨.

 ‣ 이상시 생존조건(파고 10.85m, 주기 14.37sec)에서의 작용외력에 대한 케이블 

장력 및 변위 검토결과, 주케이블은 수평방향 최대 9.0m, 수직방향 –10m 변

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때 보조케이블에 작용하는 장력은 30kN이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허용

응력 180MPa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시설안전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됨.

[그림 4.2.11] 수중케이블 해석 결과(상시 운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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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2] 수중케이블 해석결과 다이아그램(상시 운영조건)

[그림 4.2.13] 수중케이블 해석 결과(이상시 운영조건)

[그림 4.2.14] 수중케이블 해석결과 다이아그램(이상시 운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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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조케이블을 해저에 고정하기 위한 기초형식에 대한 계획

- 기초는 앵커블록으로 해저지형 조건,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기초형식 비교 검토는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중력식 기초 말뚝식 기초 그라운드 앵커 기초

개 념

･ 텐션 레그의 장력을 기초
중량으로 저항하는 형식

･ 텐션레그의 하중을 말뚝
의 마찰력으로 저항하는

형식

･ 프리스트레스 힘으로 기
초를 지반에 정착시켜 인

발력에 저항하는형식

특 징

･ 지지층이 양질의 지층으
로 되어있을 때 최적

･ 지반이 연약할 경우 기초
의 침하나 액상화 발생

우려

･ 수평력이 큰 경우 활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주의

필요

･ 해저지반이 양질의 토사
로서 말뚝의 주면마찰력

이 큰지층에 적합

･ 반복하중에 의한 마찰력
저하가 우려

･ 사용실적이 작음

･ 해저 지층이 암반일 경우
에 적합함

･ 장기인발하중에 의한 변
형연화,�반복하중에 의한

지반열화 우려

[표 4.2.6] 기초 형식

- 기초형식은 중력식, 말뚝식 기초, 그라운드 앵커기초 및 기타 형식으로 구분됨.

- 대상지역에 대한 해저지반 조사 자료가 없으므로 해저질이 모래 및 퇴적층과 

연암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여 해저지형 특성과 수심(20~50.0m) 조건을 

고려하여 중력식 기초(앵커블록)로 선정

     (4) 수중 케이블카 검토

○ 수중 생태환경의 관광을 위해 수상 및 수중 이동이 가능한 수륙양용 형태의 

장비개발이 필요

- 육상정거장(접안시설)에서 선양시설의 슬로프를 따라 수중으로 이동이 가능

토록 육상에서의 이동장비(타이어)와 수중에서의 이동시 필요한 시설 방수

(밀폐구조), 동력장치 도입이 필요

○ 수중이동체 기술의 형식 : 가칭 UNDERWATER GONDOLA (CABLE CAR) 

- 이동을 위한 아이디어로 와이어 또는 로프로 포지셔닝을 하는 수중 케이블

카의 일부인 해중관광용 곤돌라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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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부에 있는 기계-유압-전기식 추진시스템에 의해 운송되는 것으로 계획

- 수중 케이블카는 관광지역,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형을 다양하게 계

획가능

[그림 4.2.15] 수중케이블카 육상부~수중부 이동 개념도

- 수중 케이블카의 내부는 밀폐구조, 상부공간 자체 부력에 의한 수중에서의 

구조적 안정 및 이상상황 발생시 케이블 탈거에 의한 수상으로 자동 부상이 

되도록 계획

- 수중 케이블카는 보통 10~40m 수심을 이동하게 되므로 10~40MPa의 압력을 

받고 있어 수밀성 유지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제작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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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7] 수중케이블카 단면 개념도 

- 수밀성 유지방법 

• 구조물 자체에 수밀성을 주는 방법, 구조물 외측에 방수를 하는 방법, 구조

물 내측에 방수를 하는 방법

• 구조물 외측에 방수를 하는 방법으로 강판 자체가 구조재 임과 동시에 방

수성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

[그림 4.2.16] 수중케이블카 디자인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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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상정거장 계획

○ 육지부와 수중부를 연결하는 해상 진입부는 기존 접안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경사식 선양시설을 이용하고, 도서지역의 경우 강재함선과 같은 부유식 

접안시설을 적용

[그림 4.2.18] 해상 정거장(부유식 함선) 설치 개념도

- 금회 검토 시설이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이므로 기존의 수중공사

가 동반되어 해양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해중전망시설은 고려하지 않았음.

• 해중전망시설의 수중 경관 조망 기능은 수중 케이블카 내부에서 수중 이동

간에 충분히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육상 제작에 의해 해상견인으로 설치가능한 강재함선 형식을 해상 정거장

으로 계획

- 정거장 기능을 위해 수중케이블카의 진,출입이 가능토록 경사면으로 구성하

였음.

     (6) 연결도교(부유식의 장점)

○ 부유식 해상 정거장으로부터 육상부 진출입을 위해서는 연결도교가 필요함.

○ 해상에서 인도교의 설치는 교량 구조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설

치 시공비용의 증가, 공기의 증가, 시공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함. 

- 금회 검토 시설이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이므로 기존의 수중공사

가 동반되어 해양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연결도교 계획은 배제하여 정거장

과 동일한 구조형식인 부유식 구조의 연결도교(PE재질 푼톤)를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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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9] 연결도교(PE 푼톤) 설치 개념도

     (7) 시설계획 종합 검토

○ 제주 서귀포시~문섬을 대상으로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을 수립하였음.

- 세부시설로 수중케이블 6.5km, 수중 케이블카, 부유식 정거장 및 연결도교

(문섬에 위치)를 배치하였음.

- 시설계획에 대한 조감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4.2.20] 친환경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 설치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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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1] 수중케이블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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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제적 타당성 

4.3.1 시설별 개략 사업비

- 각 시설별 개략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사업비 산정은 지반조건 등 기타 자연조건을 인근 유사사례로 추정한 것으

로 개략 공사비에 해당함.

○ 개략공사비 검토결과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공 사 비

1.�수중 케이블공

○ 주케이블 설치 ∅36.6mm 6.5 km 5,525,000,000

○ 보조케이블 설치 ∅16.6mm 3.9 km 2,730,000,000

○ 앙카블록 설치 32 본 96,000,000

2.� 수중 케이블 카

○ 수중 케이블카 제작 B� 3.0m,� H� 3.0m,� L� 7.0m 10 대 2,000,000,000

○ 외부 디자인 접합 10 대 50,000,000

3.� 해상 정거장 설치

○ 해상정거장(강재함선) B� 30m,� H� 5m,� L� 50m 1 기 500,000,000

○ 해상 이동,�거치 1 회 15,000,000

4.� 연결도교 30 m

○ PE� 푼톤설치 B� 3m,� H� 1m,� L� 30m 30 m 150,000,000

○ 해상 이동,�거치 1 회 200,000,000

14.� 해상장비 사용료

○ 해상장비 사용료 케이블 가설 10 개월 2,000,000,000

○ 해상장비 사용료 강재함선 가설 0.5 개월 10,000,000

○ 해상장비 사용료 연결도교 가설 0.5 개월 10,000,000

직접공사비 13,286,000,000

제경비 직접공사비의 35% 6,643,000,000

소 계 19,929,000,000

부가세 소계의 10% 1,992,900,000

합 계 ① 21,921,900,000

[표 4.2.7] 시설별 개략 공사비   

(단위 : 원)

  

4.3.2 개략 경제성 비교 분석

○ 경제성 비교를 위해 유사시설과의 사업비 비교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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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설로 수중 전망을 위한 수상산책로, 수중 경관 관람을 위한 수중전망대, 

이동을 위한 해중터널 등으로 구성된 사례의 공사비 산출 금액과 비교를 수행

[그림 4.2.22] 수중관광인프라 기반시설 유사사례

○ 유사 사례 조성 개략공사비는 다음과 같음.

공 종 개략 공사비

1.� 수상 산책로 2,214,028,606

2.� 전망대(2기) 13,264,565,608

3.� 해중터널 25,601,400,000

총 사업비 41,079,994,214

[표 4.2.8] 유사 사례 조성 개략 공사비 

(단워 : 원)

○ 유사사례 시설 조성비 대비 약 53%에 해당하여 경제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

한 것으로 검토됨.

○ 또한, 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 측면에서 기존의 해중전망대 이용요금(울릉 천

부해중전망대의 경우 성인 4000원/인), 잠수함 이용요금(서귀포 잠수함 지아

호의 경우 성인 55,000원/인)을 고려시, 잠수함과 수중전망대의 중간요금

(20,000~30,000원/인)으로 책정을 하여도 시설 투자비용 대비 상대적 수익성 

우수할 것으로 검토됨.

○ 또한 제주지역 관광잠수함 연간 이용객수(50만명)를 고려할 때, 새로운 형식

의 수중관광시설(케이블카) 도입에 따른 신규 관광객 창출 효과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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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과제 제안요구서(RFP)

5.1 세부과제 제안요구서(RFP)

5.1.1 1세부과제 RFP

과제명 수중관광크루즈 기술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Ÿ 연구개발 목표 1� :� 관광용 수중이동체 기술 개발

� -� 수륙 양용이 가능한 수중이동체 개발

� � � � � � � -� 수중이동체 내부 탑승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명유지시스템 개발

� � � � � � � -� 이상 시 수면으로 부유하는 긴급 탈출 시스템 개발

� � � � � � � -� 탑승객의 볼거리를 위한 어라운드영상 투영 기술 개발

� � � � � � � -� 지지구조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 동향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내환경 측면의 필요성

Ÿ 해양관광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가시적으로 환경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

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Ÿ 해양 관광객이 수중 곤돌라에 탑승하여 해상/수중을 오가며 이동하고,� 수

중환경을 실시간으로 관찰함으로서 해양환경 개발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Ÿ 추후 해저도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의 초석으로 활용 가

능함.

Ÿ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이바

지하는 바가 매우 커 이에 대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국외환경 측면의 필요성

Ÿ 독일,� 중국 등과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수중곤돌라를 개발한

바 있으나,� 이동거리,� 볼 거리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인 상태로 이에 대한

개발 여지는 매우 큰 상황임.� 해외 국가에서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하여 국내 개발속도를 올리는 것이 필요함.

Ÿ 유럽의 경우 수중곤도라를 개발하여 북극/남극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며 소

규모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음.� 이를 국내에 적용할 때 가까운 도서간 사

람/물가 이동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안전하게 활용 가능함.

Ÿ 전 세계적으로 해양관광/레저에 수중곤돌라를 적용한 곳이 미비하며,� 그

수준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국내에 개발하여 해당 분야 개발을 서

두를 경우 세계 선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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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국내기술동향

Ÿ 가덕 해저터널,� 인천 북항터널,� 보령-태안 간 해저터널은 수중에 건설된

터널로 내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음.� 터널은 콘크리트로 완전

히 덮여있어 수중환경을 관찰할 수 없음.

Ÿ 통영 해저터널은 길이 483m로 미륵도-통영반도를 연결함.� 현재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하며,� 콘크리트로 구성된 해당 터널은 수중환경을 관찰할 수

없음.

Ÿ 현재 국내에는 인프라 형태로 구축된 관광용 수륙 양용 수중이동체는 없음.

�

□�국외기술동향

Ÿ 유럽의 노티카 그룹은 수중 케이블카를 계획한 바 있음.� 총 길이 1km,� 작

동 수심 10~1,000m,� 이동속도 10knots,� 탑승객 4~6명으로 전기유압체

계를 이용함.� 개발 목적의 최우선은 관광객,� 부수적으로는 사람,� 물자 식

량,� 식수 이동을 겸함.� 2018년까지 해당 기술의 소규모 테스트를 마무리

할 예정.�이를 북극,�남극에 적용을 기대함

Ÿ 독일 루겐 섬은 다이빙벨과 유사한 형태의 다이빙 곤돌라를 구축하고 수직

으로 수면 위/아래를 이동함.� 다이빙 곤돌라에 관측창을 두어 수중환경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음.

Ÿ 중국 상하이에는 수중터널 내를 이동하는 곤돌라가 있음.� 단,� 곤돌라는 터

널 내부의 조명만을 볼 수 있고 수중환경을 관찰할 수는 없음.

Ÿ 일본은 수중도시를 계획한 바 있으며 여기에 수중곤돌라를 접목하였음.� 수

상기지에서 곤돌라를 탑승하면 수중도시의 외곽에 구성된 스파이를 궤도를

따라 이동하며 해저 2마일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계획한 바 있음.

(3)�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

내용
□�관광용 수중이동체 기술 개발

Ÿ 최적구조설계기술

Ÿ 자세제어기술

Ÿ 밸러스트 제어 기술

Ÿ 탑승객 생명유지시스템

Ÿ 긴급상황 탑승객 보호 장치 기술

Ÿ 어라운드영상 투영 기술

Ÿ Modeling� &� Simulation� (M&S)� 기술

Ÿ 긴급 상황 시 탈출 시스템 (수면으로 부유)

□�수중이동체 지지구조 기술 개발

Ÿ 외력 산정/설계 기술

Ÿ 부유체/지지구조 설계 및 해석 기술

Ÿ 케이블 거동 예측 기술

Ÿ 케이블 시공/장력 유지 기술

Ÿ 유지관리 장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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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추진방법

□�추진전략
Ÿ 생명과 직결된 수중이동체 및 인프라 시설 개발이기 때문에 해석/모형실험/

실스케일 실험 등 충분한 검증이 필요함.

Ÿ 수중이동체의 안정적인 작동 외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반영되어야 함.

Ÿ 단순한 이동체 구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인프라 구축 적지 선정 � 수중

곤돌라/인프라 구축 � 운영 � 유지보수 그리고 긴급상황 시 대처방안등을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종합적 관점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Ÿ 수중이동체는 잠수함과 유사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 접목되어야 함.

□�추진체계 Ÿ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양 분야에 선도적인 전문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함.

Ÿ 산-학-연의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에 원천연구 및 개발 후

실제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Ÿ 기계/전자전기/토목/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동시에 연구개발에 참

여야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음.

(5)� 최종성과물

□�주요최종

성과물

□� 1차년도

Ÿ 수중 이동체 개념설계

Ÿ 지지구조 FSI� 모델 및 케이블 거동 모델 확보

Ÿ 생명유지장치 및 긴급 탈출 시스템 개념설계

□� 2차년도

Ÿ 모형 수중 이동체 제작

Ÿ 생명유지장치 테스트 모델 제작

Ÿ 승객 긴급탈출장치시스템 테스트모델 제작

□� 3차년도

Ÿ 모형 수중 이동체/�실험

Ÿ 생명유지장치 테스트 모델 실험

Ÿ 승객 긴급탈출장치시스템 테스트모델 실험

□� 4차년도

Ÿ 실스케일 수중 이동체/승객 긴급탈출장치시스템 설계/제작

Ÿ 생명유지장치 설계/제작

Ÿ 수중 이동체 가동 실험

Ÿ 생명유지장치/승객 긴급탈출장치시스템 실험

(6)� 연구기간 및 지원 예산

□�전체 Ÿ 총 연구기간 :� 4년

Ÿ 연구비 예산 :� 80억원(정부출연금 80억원,�민간부담금 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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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2세부과제 RFP

과제명 친환경 수중관광 단지 기술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Ÿ 연구개발 목표 1� :� 친환경 수중관광 단지 기술 개발

� -� 기존 수중관광 단지 기술 기반으로 수중관광 단지 모듈화 기술 개발

� -� 다중 시설으로의 확장을 위한 통로 연결 기술 개발

� -� 수중관광단지 구조 및 수리 성능 분석

� -� ICT�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인프라 컨트롤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 동향

□�연구개발의

필요성

□�필요성

Ÿ 웰빙 및 힐링 욕구 증대,� 주 5일제 정착 등에 따라 해양레저,� 관광활동 등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Ÿ 경관 감상 해수욕,� 낚시 등 전통적 활동에서 스킨스쿠버,� 요트,� 보트,� 크루

즈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중관광인프라 기술 개발

이 필요함.�

Ÿ 해양 레저 관광의 국민적 저변확대와 함께 해양관광이 산업적 측면에서 다

양화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Ÿ 기존의 수중관광 단지들은 잔교를 통하여 진입하고 작은 창문을 통하여 외

부의 바다를 관광하는 컨셉으로 되어 있음.�

Ÿ 기존의 수중관광 단지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브랜치 형식으로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임.�

Ÿ 목적에 맞게 확장을 할 수 있는 모듈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동향 □�국내기술동향

Ÿ 울릉도 천부항 해양관광단지,�경북울진군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해중 전망대

가�건설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거제도 도장포 해중전망대,� 제주 성산포 섭

지코지 해중 전망대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미시공되어 있는 상태임.�

Ÿ 해상 및 해중 전망대에 대한 기술은 현재 기술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임.�

Ÿ 전망대에 대한 기술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으나 모듈을 필요에 따라서 확장

하는 모듈화 기술이 거의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Ÿ 모듈화 기술을 위해서는 수중전망대의 각� 모듈을 연결해 주는 통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

□�국외기술동향

Ÿ 수중 전망대의 경우 일본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가 있음.� 일본은 부세나 해

중전망대,� 카라츠시 겐카이 해중전망대,� 쿠시모토 해중공원,� 카츠우라 해중

공원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괌의 fisheye� marine� park,� 버진 아일랜드의

Coral� world� ocean� park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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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우리나라의 수중 전망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외사례를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하여 건설한 것으로 판단됨.�

Ÿ 거의 유사한 형식을 보이며,�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모듈화 확장이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됨.�

(3)�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

내용

□�수중관광인프라(관광단지)� �

Ÿ 모듈설계 및 제작 기술

Ÿ 박수 및 차폐 기능

Ÿ 고수압 투명 아크릴 등의 재료 기술

Ÿ 모듈 접합부 설계/시공 기술

Ÿ 생명 유지장치 및 긴급 상황 전파 등의 안전 기술

(4)� 연구개발 추진방법

□�추진전략 Ÿ 수중관광단지(전망대)의 경우 기존의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충분히 응용함.�

이를 바탕으로 모듈화 기술 개발을 수행함.�

Ÿ 모듈화 기술은 해석/구조실험/수리성능 실험등을 통하여 기술을 평가함.�

□�추진체계 Ÿ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양 분야에 선도적인 전문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함.

Ÿ 산-학-연의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에 원천연구 및 개발 후

실제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Ÿ 기계/전자전기/토목/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동시에 연구개발에

참여야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음.

(5)� 최종성과물

□�주요최종

성과물

□� 1차년도

Ÿ 수중관광단지 기존 기술 분석 및 개념 설계

Ÿ 모듈화 방법 제시 및 개념설계

□� 2차년도

Ÿ 기존 수중관광단지 기술의 적용 및 방수,�구조성능 등 평가

Ÿ 해석/실험을 통한 모듈 연결부 및 통로 거동 분석

□� 3차년도

Ÿ 수중관광 단지 시작품 제작(부분 및 축소모델)� 1차 수조 테스트

□� 4차년도

Ÿ 수중관광 인프라 보완 모델 제작,�성능,�방수 테스트 수행

(6)� 연구기간 및 지원 예산

□�전체 Ÿ 총 연구기간 :� 4년

Ÿ 연구비 예산 :� 55억원(정부출연금 55억원,�민간부담금 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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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3세부과제 RFP

과제명 수중관광콘텐츠 기술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Ÿ 연구개발 목표 1� :� 생태블록 제작용 3D� 프린팅 가능한 콘크리트 구성재료 및 배합 최

적화 기술 개발

� � -� 설계기준 압축강도 18�MPa,� 인장강도 2�MPa

� � � � � � � � -� 연속 프린팅,�프린팅 후 형상 유지 및 적층 가능 성능 확보

Ÿ 연구개발 목표 2� :� 생태블록 제작을 위한 3D� 콘크리트 프린트용 인쇄 노즐 핵심 기술

개발

� � � � � � � � -� 분사 및 인쇄 장비 기술 개념 설계 및 관련 요소 기술 개발

� � � � � � � � -� 인쇄 및 노즐 장비 설계 및 제작

Ÿ 연구개발 목표 3� :� 수중관광 콘텐츠 기술 개발

� � � � � � � � -� 가상 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

� � � � � � � � -� 캐릭터 애니메니션 활용 콘텐츠 개발

� � � � � � � � -� 상호작용 콘텐츠 기술 개발

� � � � � � � � -� 지역 특색 및 해양 역사 변영 콘텐츠 개발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 동향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내환경 측면의 필요성

Ÿ 3D� 콘크리트 프린팅 기술은 국내에서 이제 막 연구개발을 시작하려 하고

있으며,� 비교적 작업환경이 양호한 육상 구조물에 국한 되어 있음.

Ÿ 육상 구조물의 경우 프린팅에 필요한 콘크리트 재료 기술은 기존 콘크리트

기술을 응용하면 소요 성능 확보가 용이함.

Ÿ 소파블록 및 어초블록 등과 같은 다양한 형상,� 크기 및 기능을 지닌 해안

및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구조

물 시공이 가능한 수중 3D�프린터용 콘크리트 재료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Ÿ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향후 해저도시 개발 등 고부

가가치 건설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중 3D� 프린팅용 콘크리트 재료

원천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Ÿ 공간이 크게 넓지 않으며,� 작은 창문을 이용하여 바다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Ÿ 지상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해양 속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시,� 다양한 콘

텐츠와의 조화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지루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방문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함.

□�국외환경 측면의 필요성

Ÿ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이미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해 해양공간의 확충

에 예산투자와 기술개발을 집중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해양공간의 확보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투자와 기술개발은 전무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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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을 중심으로 3D� 콘크리트 프린터 기술은 콘크리트 재료 분야에서 실

용화 전 단계까지 진입하였음.� 한편,� 중국의 경우 이미 3D� 콘크리트 프린

터 기술을 이용하여 단순 건축구조물을 대상으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였음.

Ÿ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아직 수중에서는 3D� 콘크리트 기술을 개발한 경험

이 없어서,� 콘크리트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

리나라가 이 분야에 기술투자를 서두르면 세계 선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Ÿ 수중 관광 시설은 호텔,� 레스토랑,� 잠수함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으

며,� 보다 개인화된,� 차별화된 컨셉의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음.� 연인,� 가족

중심의 바다 속 체험 및 여가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차별화된 콘

셉의 랜드마크 구축 및 방문객 동향,�니즈(Needs)� 반영 필요

□�기술동향 □�국내기술동향

Ÿ 초장대교량사업단에서는 기존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를 개선한 고유동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압해-암태 연육교의 기초 현장타설 말뚝 공

사 전 구간에 적용한 바 있음.

Ÿ 지상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3D� 콘크리트 프린트 기술에 대한 기획과제가 국

가� R&D�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없음.

Ÿ 부산 아쿠아리움 스폰지밥 수중시티의 경우 유명 캐릭터 콘텐츠 도입을 통

해 신규 방문 수요 창출 및 체류활성화를 도모함.�

Ÿ 서울 여의도 아쿠아플라넷63에 상설 운영되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어린이용

인터랙티브존에는 바다와 해양생물을 테마로 꾸몄고 관객 움직임에 반응하

는 실시간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됨.

□�국외기술동향

Ÿ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 Behrorh� Khoshnevis� 교수는 압출적층방식을

적용하여 20시간 내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3D�콘크리트 프린터 기술을 개

발함.� 여기서는 모르타르 기반에 급결제의 적용을 통하여 3D�프리터용 시멘

트계 혼합물 조성을 개발한 바 있음.

Ÿ 중국 WINSUN사는 3D� 콘크리트 프린터를 이용하여 비교적 구조형상이 단

순한 주택의 제작에 적용하였음.� 이 경우도 압출성형 방식의 시멘트 조성물

을 사용하였으며 급결제도 적용하였음.

Ÿ 이탈리아 Enrico� Dini는 3D� 콘크리트 프린터를 이용하여 해수계 결합재와

모래의 혼합물을 사용한 산호초 및 어초를 육상에서 제작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지상에서 제작한 사례임.

Ÿ 디즈니월드(SeaWorld� San� Diego)� 내의 니모를 찾아서 ride는 관람객들이

실제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잠수함 창문을 통해 실제처럼 꾸며

놓은 바닷속 세상과 니모 캐릭터들을 관람할 수 있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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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

내용
□�친환경 3D�프린터 콘크리트 제조기술 개발

Ÿ 결합재,� 충전재,� 혼화재,� 골재 구성 및 최적화

Ÿ 콘크리트 혼합기술 및 배합설계

Ÿ 인장성능 보강재료 선정 및 최적화

Ÿ 결합재 Pre-Mix� 제품화

Ÿ 3D�콘크리트 프린팅 프로세스

Ÿ 3D�프린터 콘크리트 제조/시방 지침

□�친환경 프린터용 콘크리트 화학혼화제 개발

Ÿ 3D�프린터 콘크리트용 고성능 감수제

Ÿ 3D�프린터 콘크리트용 고성능 급결제

Ÿ 3D�프린터 콘크리트용 수화반응 제어제

Ÿ 3D�프린터 콘크리트용 증점제

□� 3D� 콘크리트 프린트용 인쇄 노즐 기술 개발

Ÿ 분사 및 인쇄 장비 기술 개념 설계 및 관련 요소 기술 개발

Ÿ 인쇄 및 노즐 장비 설계 및 제작

□� 3D� 콘크리트 프린트 원격제어를 위한 연계 시스템 개발

Ÿ 원격제어 요소 기술 개념 설계 및 개발

Ÿ 모델링 데이터와의 연계 방안 및 기술 구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중관광 콘텐츠 개발

Ÿ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등을 고려한 수중관광 콘텐츠 기술

Ÿ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수중 생태계 스토리텔링

Ÿ 관광선 내 테마별 상호작용콘텐츠 설치

Ÿ 가상현실을 활용한 바닷속 스쿠버 다이빙 체험 등

Ÿ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4)� 연구개발 추진방법

□�추진전략 Ÿ 육상과 달리 수중에서의 환경은 물(해수)와 접하고 해류에 의한 파압이 작용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체 형상을 갖출 수 있

는 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

Ÿ 우선 고도화된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 재료는 프린터

기의 관내 또는 노즐에서는 유동성이 높고 프린팅 이후는 발수성과 응결이

빠른 특성을 갖추는 재료를 개발하여야 함

Ÿ 연구개발 초기에 혼화제 및 첨가재료를 선정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수중에서 프린팅이 가능한 물리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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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단순 재료 특성으로 3D� 프린팅 성형성의 가능 여부와 한계성을 빠르게 판

단하고 이 경우 장비개발 분야와 기술적 보완을 통하여 성형성 보조 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Ÿ 수중관광콘텐츠의 경우 현재 기술개발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콘텐

츠를�개발하며,� 그 종류에는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 캐릭터 애니메이션 활용�

기술.�상호작용 콘텐츠,�지역 특생 및 해양 역사 반영 콘텐츠 개발 등이 있음.�

□�추진체계 Ÿ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3D� 콘크리트 재료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주도적인 연구수행이 필요함

Ÿ 성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학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분야이 전문성을 갖춘 대학 또는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Ÿ 연구수행체계 구성은 연구개발 초기에는 실험시설 및 전문연구인력을 갖춘

출연(연)�및 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연구개발 의존도를 높이고 원천기술을 개

발되는 단계에서 산업계의 참여가 바람직함

(5)� 최종성과물

□�주요최종

성과물

□� 1차년도

Ÿ 3D�프린터 콘크리트 기본 배합

Ÿ 인쇄 노즐,�원격제어 시스템 개념 설계

Ÿ 수중관광콘텐츠 조사 및 분석

□� 2차년도

Ÿ 3D�프린터 콘크리트 Prototype�배합설계

Ÿ 3D�프린터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시작품

Ÿ 인쇄 노즐 요소 기술 개발

Ÿ 원격제어 시스템 요소 기술 개발

Ÿ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적용성 분석

□� 3차년도

Ÿ 3D�프린터 콘크리트 재료 시제품

Ÿ 3D�프린터 콘크리트 재료 모델

Ÿ 인쇄노즐,� 원격제어 시스템 요소 기술 개발

Ÿ 캐릭터 애니메이션 활용기술,�상호 작용 콘텐츠 기술 개발

□� 4차년도

Ÿ 3D�프린터 콘크리트 재료 및 구조 지침(안)

Ÿ 3D�프린터 콘크리트 재료 수조 TEST

Ÿ 인쇄,� 노즐 TEST�및 생태블록 제작

Ÿ 원격제어 성능 TEST

Ÿ 지역특색 및 해양 역사 반영 콘텐츠 기술 개발

(6)� 연구기간 및 지원 예산

□�전체 Ÿ 총 연구기간 :� 4년

Ÿ 연구비 예산 :� 20억원(정부출연금 20억원,�민간부담금 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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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4세부과제 RFP

과제명 ICT� 기반 수중관광인프라 안전 및 제어 기술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Ÿ 연구개발 목표 1� :� IoT� 기반 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 -� 수중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환경변수 도출

� � -� 실시간 환경변수 수집을 위한 IoT�플랫폼 구축 및 감시제어데이터수집시스템 개발

Ÿ 연구개발 목표 2� :� 수중 인프라 안전정보 전송을 위한 수중 통신 기술 개발

� � � � � � � � -� 수중 고용량 데이터 통신을 위한 수중 광통신 기술 개발

� � � � � � � � -� 수중 제어 데이터 통신을 위한 고신뢰 수중 음향 통신 기술 개발

Ÿ 연구개발 목표 3� :� 수중관광인프라-윣상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거리･고용량 해양통

신 기술 개발

� � � � � � � � -� 분산 안테나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 개발

� � � � � � � � -� 해양통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차세대 해양통신 전송 기술 개발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 동향

□�연구개발의

필요성

Ÿ 현재 수중관광 인프라의 실시간 상태의 평가를 위해서는 잠수부 또는 수중

로봇(예,� ROV)� 활용 등의 비 실시간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Ÿ 이로 인해 수중관광 인프라에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음

Ÿ 최근 해양에 IoT� 플랫폼 활용하여 다양한 해양･IoT� 융합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음

□�기술동향 □�국내기술동향

Ÿ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방형 IoT� 플랫폼인 모비우스를 개발함.� 이는 서로

형식이 다른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을 쉽게 호환해 줄 수 있는 oneM2M�

표준 기반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플랫폼임

□�국외기술동향

Ÿ 미국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 Ocean� of� Things는 수천개의 작은 부유물을 배치하여

분산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생하는 데이터 저장과 실시간 분석을 위해

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

(3)�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

내용
□� IoT� 기반 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Ÿ 수중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환경변수 도출

Ÿ 실시간 환경변수 수집을 위한 IoT�플랫폼 설계 및 핵심 장비 개발

Ÿ 수중관광인프라 안전 관리에 최적화된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개발

□�수중 인프라 안전정보 전송을 위한 수중 통신 기술 개발

Ÿ 수중 고용량 데이터 통신을 위한 수중 광통신 기술 개발

Ÿ 수중 제어 데이터 통신을 위한 고신뢰 수중 음향 통신 기술 개발



제5장 과제 제안요구서(RFP)

183

□� 수중관광인프라-윣상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거리･고용량 해양통신 기술

개발

Ÿ 분산 안테나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 개발

Ÿ 해양통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차세대 해양통신 전송 기술 개발

(4)� 연구개발 추진방법

□�추진전략 Ÿ IoT�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해양에 확장하기 위한 해당 기술 전문가

자문 활용 (IoT:�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해양통신:� 한양대

학교,�한국과학기술원,� UCSD� 등)

□�추진체계 Ÿ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 IoT� 플랫폼 개발에 경험이 있

는 한국전자부품연구소와의 협업이 필요함

Ÿ 연구수행체계 구성은 연구개발 초기에는 실험시설 및 전문연구인력을 갖춘

출연(연)�및 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연구개발 의존도를 높이고 원천기술을 개

발되는 단계에서 산업계의 참여가 바람직함

(5)� 최종성과물

□�주요최종

성과물

□� 1차년도

Ÿ 수중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환경변수 도출

Ÿ 실시간 환경변수 수집을 위한 IoT�플랫폼 설계

□� 2차년도

Ÿ IoT� 플랫폼 핵심 장비 개발

Ÿ 수중 고용량 데이터 통신을 위한 수중 광통신 기술 개발

□� 3차년도

Ÿ 수중관광인프라 안전 관리에 최적화된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개발

Ÿ 수중 제어 데이터 통신을 위한 고신뢰 수중 음향 통신 기술 개발

□� 4차년도

Ÿ 수중관광인프라 IoT�플랫폼 요소 장비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Ÿ 분산 안테나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 개발

Ÿ 수중관광인프라 IoT�플랫폼 고도화

Ÿ 해양통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차세대 해양통신 전송 기술 개발

(6)� 연구기간 및 지원 예산

□�전체 Ÿ 총 연구기간 :� 4년

Ÿ 연구비 예산 :� 20억원(정부출연금 20억원,�민간부담금 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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