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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 배경 및 필요성

 심해저 자원 개발사업의 기본 인프라인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의 국내 미보유로 

인해 시의 적절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해외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막

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가 필요함(시스템 구축비용 대비 임차비용 1~2년이면 회수)

 심해저 자원 개발사업, 해양플랜트 및 건설사업 증가에 따른 지반조사 수요 증가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해양영토 탐사주권 확립 및 자원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증가함

■ 동향분석 및 역량분석

 국내 최초의 해저면 착저식 지반조사 시스템은 2002년부터 시작된 해양수산부 연구

과제에서 개발한 해양콘관입시험기이며, 국내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은 

2013년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바 있는데, 수심 100m 조건에서 심도 50m 

까지 지반 굴착과 시료채취 및 표준관입시험(SPT)이 가능함

  

[국내 개발된 해저면 착저식 지반조사장비]

 호주의 Benthic(1)와 미국의 Williamson & Associates(2), 미국 GREGG(3), Forum(4)에서 

개발한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은 수심 3,000m이상의 수심에서 활용할 수 있

으며, 특히 Benthic사의 PROD는 30도 경사진 해저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시료채취작

업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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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대표적인 종합 해양지반조사 기업인 Fugro International은 다양한 해상조사, 개발을 

위한 선박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인 JAMSTEC에서 활용

하고 있는 시추선인 치큐는 수심 2,500m에서 7,500m까지 굴착조사 가능함

 중국 SINOPEC의 K407은 우리나라의 거가대교 건설현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과제 수행에 가장 많이 활용된 천해용 시추선으로 선장 

54.96m, 선폭 11.68m, 총톤수 1,500톤 규모임

[치큐]
 

[K407]
 

[HYSY708/COSL/중국]

 국내에서 운영되는 시추선은 한국석유공사의 두성호가 유일한데, 시료채취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대형의 ROV 또는 착저식 시료채취시스

템을 운영할 수 있는 대형의 A-frame(LARS)이 장착된 지원선은 KT-submarine사의 

미래로(호)와 세계로(호)가 대표적임

[미래로(1,999톤)]

 
[세계로(3,323톤), 케이블선]

 국내에서도 해저 지반조사 및 시료채취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기존에는 제주 해저

케이블, 인천대교, 거가대교, 해상풍력단지 입지 등과 같은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

사에 많이 활용되었으며, 최근에는 해저 지층탐사 연구사업,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사업,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관할해역 해양지질조사 등의 사업에서 활용되면서 수

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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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해저지반시추조사 실적]

 Douglas-Westwood(2010)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2014년의 5년간 심해저 해양 플랜트 

사업의 시장 규모는 1,670억달러로 이전 5년의 시장 규모에 비해 2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대표적인 해저면 착저식 지반조사 전문업체인 Benthic사의 PROD의 

2000~2013년 활용실적으로 볼 때 연간 평균 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프로젝트

당 200억원 규모로 가정하면 연간 총매출액을 800억원 규모로 산정할 수 있음

 수중 ROV의 모선으로 활용된 사례는 해미래, 미내로의 모선활용 실적과 국토교통

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개발된 해양조사 및 수중건설 장비의 모선활용 실적이 있으며, 

수중건설로봇사업단에서 2017년 이후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15년 이후 확

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22년 60억 원 규모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연도별 수중로봇 모선 활용 실적 및 전망]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획연구보고서

－ iv－

■ 비전 및 연구목표

■ 연구개발과제

 SWOT분석의 대응전략으로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 개발 과제와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과제, 운용기술개발 과제로 분리하여 별도 추진하며, 집중적인 예산투

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과제는 신규 선박 건조보다는  중고

선박을 구매, 개조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성함

[SWOT분석에 따른 연구개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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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 과제 연구 목표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 2,500m급 해저면 착저식 지질시료 채취 시스템 개발
§ 조사 지반심도 100m 조건
§ 표층강도 5kPa 이상 지반조건 및 경사 30도까지 장비 운영
§ 현장조사시스템으로 CPT 장착
§ Piston sampler, rock corer 활용(BX size)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중고선 구매/개조)

§ 5,000톤 대양급(수심 2,500m) 다목적 지원 선박 건조
§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장착(문풀과 derrick 및 drilling system 등)
§ 대형 ROV 지원을 위한 A-frame(또는 LARS) 시스템 장착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 개발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 연구 수행
§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국가 R&D 사업과 연계 연구 수행
§ 운용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과정 운영
§ 개발 시스템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

[핵심과제 구성 및 연구목표]

■ 추진전략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과제를 우선 추진하며, 정부 출연금과 기업 

매칭과제 형태로 단기간에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 필요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과제는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중고선을 

구매/개조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며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민

간매칭을 통한 향후 운영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 민간매칭으로 추진할 경우에

는 과제 종료 후, 기술이전을 통한 소유권 이전 시 국가정책 목적의 활용에 대한 우

선적인 활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과제는 시스템이 구축된 후 2단계로 추

진하며, 개발된 장비와 지원선박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전용부두, 보관/정비

동, 실험실 등) 구축과 운영기술 확보, 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용기

술 확보과제로 추진함

■ 타당성 분석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국정과제에 ‘심

해저 탐사 및 기술 개발’ 포함, 국정과제로 정부의 중기투자방향에 부합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따른 중기/’15년도 투자방향에도 부합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은 ‘초장대교량사업단’과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과제에서 일부 수행되었으나, 수심 100m 이하의 천해용 장비이며 개발 시스템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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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500m급인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며, 세부 기술적인 차별점은 해저 열수광상 시

료채취를 위하여 경사 30도 지반에서 수평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임

 해저 시추 지원선 사업은 기존 시추선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상용기술을 활용하여 인프라(선박+선상 탑재식 시료채취시스템)를 구축하

는 사업으로 크게 차별화됨

 시추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19로 산정되어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결과,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의 순현재가치는 1,438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내

부수익률은 14.4%로 나타남

  -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

구분
현재가치 합계

순현재가치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편익 비용

시추시스템 

구축 사업
194,705 138,412 56,292 1.41  9.7%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재 탐사를 진행 중인 통가 열수광상 이외에도 2017년경에는 피지광구에 대한 정밀 

자원량 평가와 인도양 광구도 2019년부터 자원량 평가 수행을 위한 조사가 계획되

어 있어 개발 장비를 적용하여 경비절감과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국내개발 핵심장비가 투입된다면 기술경쟁

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어 향후 시장진입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음

 세계최고 수준의 심해 굴착작업용 매카트로닉스 융합기술 개발로 조사, 작업, 건설, 

저장 등 다양한 심해 로봇산업분야로 기술 보급

 100톤급 A-frame(LARS)를 장착한 대형 지원선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모든 수중장비

를 운영할 수 있는 모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의 모

선으로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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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Background and necessities

 The deep sea mining R&D projects are facing difficulties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offshore geotechnical sampling system in Korea. Even if foreign rental system is used, 

there are still a lots of problems, for example, a huge cost for rent and untimely 

deployment.

 The needs of the offshore geotechnical sampling are increased in deep sea mining 

feasibility project, sub-sea plant and offshore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necessities for 

ocean territory exploration sovereignty and the security of the marine resource information 

are also increasing.

■ Trend analysis

 The first seabed type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system is ‘offshore CPT system’ 

developed on the budget of MOMAF(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from 

2002 to 2007. The seabed type geotechnical sampling system was developed on the budget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y 2014. This system can obtain the 

sample up to 100m water depth condition.

  

[Seabed type si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The offshore geotechnical sampling systems of Benthic(1), Williamson & Associates(2), 

GREGG(3) and Forum(4) can used in more than 3,000m water depth condition. Especially, 

PROD(Benthic) has capability of sampling at 30 degree inclined seabed groun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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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Fugro International, most representative site investigation company in the world, have a 

lot of vessels for geophysical and geotechnical surveying and JAMSTEC, major ocean 

research institute in Japan, has a drilling ship ‘Chiqu’ which can do the sampling from 

2,500m to 2,500m water depth.

 SINOPEC’s K407(ex. KAN407), which is shallow water drill ship with 54.96m length, 

11.68m width and 1,500ton weight, have conducted several drilling and sampling project 

in Korea, for example, Geoga Bridge construction project, Methane hydrate exploration 

project of KIGAM, sampling project in Yellow sea of KIOST(ex. KORDI) and so on.

[Chiqu]
 

[K407]
 

[HYSY708/COSL/China]

 ‘Doosung-ho’(KNOC) is the only drill ship in Korea, but it does not use for sampling. 

There are several support vessels for ROV handling in Korea, for example ‘Mirae-ro’ and 

‘Segae-ro’ of KT-submarine company.

[Miraero(1,999ton)]
 

[Segaero(3,323ton), Cable laying vessel]

 In korea, offshore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and sampling is creased steadily.  At 

initial stage, that system have used in offshore cabling project, large bridge project, 

offshore wind farm project and etc. Recently, the needs in seabed subsurface investigation, 

gas hydrate exploration and subsea mining projects are gradually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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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site investigation records in Korea]

 The market size of the subsea plant in the statistics by Douglas-Westwood(2010) is $167 

billion dollars which is increased 27% than 5 year before. 

  Benthic’s PROD system, which is most representative seabed type geotechnical sampling 

system, conducted 4 project average in a year in the statistics 2000~2013. If the budget 

of one project is about $20 billion dollars, yearly sale of PROD is supposed about $80 

billion dollar.

 The records of ROV(e.g. Haemirae, Minero, etc) supporting vessels in Korea are as below.

[ROV support vessel recor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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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on and objectives

■ R&D projects 

[Research project propulsive strategy using SW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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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Goal of project

Development of seabed type 

geotechnical sampling system

§ water depth 2,500m
§ sampling depth 100m
§ allowable minimum seabed shear strength : 5kPa
§ allowable ground inclination : 30 degree
§ Cone penetration testing system adopted
§ Piston sampler, rock corer(BX size)

Building of drilling support vessel

(Used vessel remodeling)

§ multiple support vessel 5,000ton (water depth 2,500m)
§ down-hole type sampling system(sampling depth 100m)
§ 100ton ROV supporting A-frame(LARS)

Development of sampling system 

operation technology

§ Test-bed research for reliability of system
§ Track record accumulation
§ manpower training system

[Project configuration and goal]

■ Feasibility studies

 Included in the major national project-‘deep sea mining exploration technology’, one of 

5 current government’s ‘job-oriented creative economics’

 Matched up to Government R&D investment direction 2015

 Major difference with seabed system of ‘Ultra-long bridge research group’ are deep sea 

machine(2,500m water depth) and sampling capacity in 30 degree inclined ground 

condition for using in hydrothermal deposit site.

 As the result of economic feasibility study, B/C ratio is 2.19 which is good economic 

feasibility.

Sum of present value
NPV B/C ratio IRR

Benefit Cost

194,705 138,412 56,292 1.41  9.7%

[Summary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 Effects and applications

 Cost reduction and import-substituting effects are expected by adoption of new developed 

system to Tonga hydrothermal deposit site, and furthermore, the resource evaluation 

project in Fiji mine set in 2017 and the Indian ocean mine set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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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our new developed system is used in initial stage of deep sea mining project, it’s 

possible to get the prior occupation of deep sea mining market with the technical 

competitiveness.

 Offshore drilling support vessel with large A-frame(LARS) can use as the service vessel 

of ROVs and underwater robot systems which were develop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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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사업의 필요성

1.1.1 대상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기획의 대상은 해저에서 지중시료를 굴착 채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선

상 탑재식] 시스템이 장착된 시추 지원선과 [해저면 착저식]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한 개발 과제에 대한 기획임

 원유, 가스 채굴을 위한 시추 드릴링 시스템이 아닌 지중의 교란되지 않은 토사와 

암석 시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료채취(sampling) 시스템]이 개발 대상임

❙그림 1-1❙ 다목적 시추 지원선(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장착)

    ❙그림 1-2❙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그림 1-3❙ 샘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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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가 사회·문화적 측면

 우리나라 미보유로 인한 시의적절한 활용에 어려움
 중국과 일본은 해저 시료 채취를 위한 시추선을 자국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자체 건

조하여 자국의 해외자원개발과 탐사 및 각종 해상토목 공사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

으며, 세계 시장에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

 중국은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ROV 제작사인 영국의 SMD사를 인수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기술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상태임

 국내 시추선은 한국석유공사의 ‘두성호’가 유일하며, 석유채굴조사에 활용되고 있지

만 해저 지질시료 채취에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주요 사업인 해양자원

탐사, 이어도 과학기지건설, 거가대교 건설 등에 외국의 시료채취시스템과 시추선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음

나 경제적 측면 

 해외 지질시료 채취시스템(선박, 장비) 임차 사용의 제약
 해외의 시료 채취시스템(선박, 장비임차 등)의 사용을 위해서는 업체선정의 제약, 까

다로운 계약조건, 높은 임차비용, 계약기간의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점에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임차 활용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불가능함

 해양플랜트 및 건설사업의 증가로 인한 해저 지반조사 수요 지속 발생
 해상풍력단지 조성, 부유식 해상풍력, 파력 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개발과 해양

플랜트 산업의 증가로 인해 설계와 시공에서 해저 지반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저 지반조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장비의 부재로 인해 해외 업체

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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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해양종합조사선, 쇄빙연구선 등의 지원 설비 부족
 국내의 기존 해양종합조사선, 연구선 및 쇄빙연구선 등은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의 규모에 비해 설비의 용량이 작고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시스템도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하며, 전용 지원 선박과 전용 시스템이 필요함

다 정책적 측면

 국가 해양영토 탐사주권 확립 및 자원정보 누출 방지
 해저 시료채취선의 미보유로 인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외국의 시스템을 임대ㆍ사

용하고 있어 국가적 해양영토 탐사주권을 상실하고 국가의 자원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음

 국가 해저자원 확보 요소기술인 해저 지질시료 채취 기술을 확보하여 일본과 중국과의 

해저 탐사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여 우리나라의 연근해 대륙붕 자원 탐사 및 해양탐사 

기술발전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이 필요함

 심해저 자원 개발사업 기반 인프라 부족
 해양수산부에서 심해저 해저열수광상 광구 확보 등 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저 광상의 품질을 결정하는 해저 지질시료의 채취 

시스템과 지원 선박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사업도 병행 추진되어야만 관련 기술력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의 도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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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획연구의 목표 및 내용

1.2.1 기획연구의 목표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구축 및 운용기술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관련 동향 분석

 기술수준분석 및 기술개발역량 분석

 추진전략 수립 및 소요예산, 소요인력, 재원확보방안 도출

 연구개발 타당성분석(정책, 경제, 기술적 타당성)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산업분야에서 수요 및 정책/정책적 필요성 평가를 통한 개발 및 확보가 필요한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사양 도출 및 연구과제 도출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추진 로드맵 제시

 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제시

❙그림 1-4❙ 연구개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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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획연구의 주요내용

세부목표 연구내용 연구 범위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구축 및 운용기술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정책동향,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정책적 환경 분석 및 법제도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정부지원 필요성 도출

• 시장동향 및 전망 분석
- 국내외 해저시추시스템의 전반적인 시장규모 및 향후 전망 

분석

• 기술동향분석
- 해저시추시스템의 특허, 논문, 연구개발과제 동향 분석

- 산업계 동향 분석

• 기술수준분석 및 기술개발

역량 분석

- 관련기술 수요자 분석(VOC)

- 해저시추시스템 요소기술 분석

- 요소기술별 기술수준분석

- 국내기술개발역량 분석(SWOT)

• 추진전략 수립 및 소요

예산, 소요인력, 재원확

보방안 도출

- 연근해에서의 안정적인 해저시추작업을 위한 선상 탑재식 

장비 및 운용기술 개발

  ․ 시추해역 특성별 최적 시추시스템 도출

  ․ 시추선/시추장비의 최적 사양 도출

- 심해에서의 해저시추작업을 위한 해저면 착저식 장비 및 

운용기술 개발

  ․ 시추해역 특성별 최적 시추시스템 도출

  ․ 시추선/시추장비의 최적 사양 도출

- 시추시스템의 설계/제작/운용기술 등 요소기술의 국산화 

방안 제시

  ․ 설계 및 제작기술의 국산화 방안 제시

  ․ 해저시추작업을 위한 운용인력 양성방안 제시

• 연구개발 타당성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기술적 타당성 분석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

적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제시

- 연구개발 과제의 비전 및 연구의 목표 설정

- 핵심연구개발 과제 도출

-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체계 제시

• 연구추진 로드맵 제시

-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수립

- 소요예산 및 인력계획 수립

- 재원 확보방안 수립

• 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제시

-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기술별 성과수준 제시

- 연구과제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적 성과지표 및 정성적 

성과지표 도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도출

• 연구개발 제안서(RFP) 작성

❙표 1-1❙ 기획연구 활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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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기획연구의 추진체계

단  계 주 요 테 마 주 요 방 법

전략적 목표 

설정 단계

국내외 기술 분석 벤치마킹

전략의 수립 SWOT분석

환경 분석 및 

여건파악 단계

환경 분석 STEeP 분석

기술의 연관관계 및 체계 분석 FAST 분석, 기술체계도(Technology Tree)

기술예측 델파이법

시장수요예측 VOC 분석, 델파이법

기술영향 평가 상호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

핵심과제 선정 단계
선정평가 벤치마킹, VOC 분석

자원배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세부실행계획 

작성 단계

일정계획 Gant Chart

소요연구비 활동중심 비용관리(Activity based Costing)

소요연구인력 Engineering Man/Month

❙표 1-2❙ 기획연구 단계별 적용방법

연구내용 세부추진방법

국내ㆍ외 환경 

분석

◦ 국가주도 기술연구(NTRM, MT, MTRM 등) 및 기획실적 조사

◦ 해외연구 및 기획 사례조사로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

◦ 기술자료 수집 및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로 선행기술조사

◦ 문헌조사 등을 통한 대상기술의 미래수요 예측

비전 및 최종목표 

수립

◦ 국내·외 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 및 비전제시

◦ 연구개발 기대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 및 타당성 제시

◦ 전문가로 구성된 팀 주도로 비전실현을 위한 부문별 목표수립 및 범위 설정

핵심과제 도출

◦ 연근해에서의 안정적인 해저 지질시료 채취를 위한 선상 탑재식 장비 및 운용기술 개발

◦ 심해에서의 해저 지질시료 채취를 위한 해저면 착저식 장비 및 운용기술 개발

◦ 지질시료 채취시스템의 설계/제작/운용기술 등 요소기술의 국산화 방안 제시

추진전략 수립

◦ 관련 기술자 대상의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수요 파악

◦ 학계, 건설 및 관련 산업계, 그리고 정부관련 부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

◦ 계층분석기법(AHP)으로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술개발 필요항목을 그룹화

◦ 핵심기술의 목표, 사업화 가능성, 시장전망 등을 근거로 핵심과제 도출 

◦ 국가 정책방향 및 지원현황 분석 자료와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핵심기술별 연구수행 예산 

추정

◦ 도출된 핵심과제별 우선순위 분석에 의한 로드맵 작성

◦ 전문기관과 검토회의를 통한 연구추진의 방향성 확보

최종보고서 작성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운영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 활용

❙표 1-3❙ 기획연구 세부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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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소속 분야

내부기획위원

권오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반공학

장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반공학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

박세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제학

김현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지질

박상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지질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책

신창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계공학

외부 기획위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지질학

김성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공학

김태성 창원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김필근 대우조선해양 지반공학

김형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중로봇

백철우 덕성여대 경제학

서진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메카트로닉스

안  당 삼성중공업 조선공학

윤운상 넥스지오 자원공학

윤종문 오션씨엔아이 선박운영

이광민 대우조선해양 조선해양

이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공학

이  배 두배시스템 메카트로닉스

임흥현 아쿠아드론 수중로봇운영

　국외자문위원　
Olaf Venema Armada Rig -

Steve Stuart Benthic -

특허분석

김태균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조사

이훈구 특허법인 다래 특허조사(변리사)

추인혁 특허법인 다래 특허조사

❙표 1-4❙ 기획위원 및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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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 및 역량 분석

2.1 환경분석

2.1.1 STEeP 분석

 미래사회 주요 이슈들을 사회(Social), 과학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생태

(Ecological), 정치(Political)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임

주요이슈 해당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요인
영향요인의 가중치
단기 중기 장기

S

S1 식량/에너지 수요증가 해양에서 수산자원과 에너지자원의 개발 수요 증대 2 2 3

S2
인구증가로 

육상자원의 고갈
해저 광산자원의 개발 시장의 활성화 전망 2 2 3

S3
세계시장의 통합과 
동북아 경쟁치열

글로별 경쟁으로 인한 해저로봇시장의 무한경쟁 및 기술장
벽 높아짐

2 3 3

T

T1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메카트로닉스, IT, 수중로봇, 건설장비의 융합기술 필요성 
증가

3 3 3

T2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등 신기술 등장
일괄수주방식에 따른 프로젝트 실시간 자료관리기술 적용 
전망

2 2 2

T3 빅데이터 활용가속화 전세계 해저광물자원 정보지도 구축 경쟁 치열 2 2 3

E

E1 시장의 글로벌화 글로벌기업의 등장으로 장비, 기술 통합으로 시장독점 2 2 2

E2 해양이용 가속화
육상산업의 증가 둔화로 인한 해양 자원, 공간 개발의 가
속화

3 3 3

E3 중국의 부상
중국과 동일시장 경쟁으로 인한 기술격차로 인한 시장 잠
식 가속화

2 3 3

e

e1 지구환경변화 기후변화와 해양환경변화에서 유연한 활용 장비 성능 요구 2 2 2

e2
국제 환경 규제의 

심화
해양운영장비의 환경기준 엄격화에 따른 오염방지 기술요
구 증가

2 2 2

e3 생태계의 변화
해양생태계와 공존 및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기술 수요 증
가

1 1 1

P

P1 권력의 분산
국가간 패권주의가 무너지고 다양한 비국가적 네트워크 영
향력 확대

1 1 1

P2
해양영토 영유권 

분쟁 심화
해외 광구 확보를 통한 해양영토 확보 전략 치열 3 3 2

P3
에너지자원에 대한 
치열한 국제경쟁

신에너지 자원 확보, 에너지 사용효율성 증대 기술 요구 2 2 2

평균 　 　 2.1 2.2 2.3

• 단기 : 2016~2018년 이내, 중기 : 2019년~2023년, 장기 : 2024년 이후

• 가중치는 1, 2, 3점을 부여 : 해당이슈가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기술’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평가

• 주요이슈는 ‘MT기획연구’, ‘미래사회를향한해양국가유망기술’와 ‘미래사회전망-8대 메가트렌드와 25개 트렌드’,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자료집’,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2014~2020)’참조함

❙표 2-1❙ STEe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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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이슈분석 및 대응전략

 STEeP 분석 결과로부터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이슈를 선정한 결과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러한 단기 

및 장기 이슈에 따라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구분 단기(1-3) 중기(1-3) 장기(1-3)

단기이슈

육상산업의 증가 둔화로 인한 해양 자원, 공간 개발의 가속화 3 3 3

메카트로닉스, IT, 수중로봇, 건설장비의 융합기술 필요성 증가 3 3 3

해외 광구 확보를 통한 해양영토 확보 전략 치열 3 3 2

장기이슈

글로별 경쟁으로 인한 해저로봇시장의 무한경쟁 및 기술장벽 높아짐 2 3 3

전세계 해저광물자원 정보지도 구축 경쟁 치열 2 2 3

중국과 동일시장 경쟁으로 인한 기술격차로 인한 시장 잠식 가속화 2 3 3

❙표 2-2❙ 이슈 도출

구분 대응전략

단기

Ÿ 메카트로닉스, 수중로봇, 건설장비 융합기술의 강점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투자로 해외

기술격차 축소 전략 추진

Ÿ 해양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 및 인력양성 전략 추진

장기

Ÿ 구축된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트랙레코드 축적을 통해 해저로봇 시장과 해저자원 

시장 경쟁력 확보 전략 추진

Ÿ 인프라, 시스템과 엔지니어링, 시공 통합(EPC)기술 확보 전략 추진

❙표 2-3❙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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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기능 기본 기능 1차 요소 2차 요소

해저 2,500m에서 

지중 100m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해저면 경사 30도, 
연약지반~암반 

조건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고정식 작업장을 활용한다. 육상장비를 그대로 사용한다.

부체식 작업장을 활용한다. 육상장비를 그대로 사용한다.

시료채취선(Drillship)을 
활용한다. Drill-ship or OMSV

Position keeping system

Drilling integration system

Derrick, moon pool

Hoisting system

Hydraulic cylinder system(Drill rig)

Drill line storage reel

❙표 2-4❙ FAST 결과

2.2 국내외 동향 분석

2.2.1 기술기능분석(FAST) 및 기술트리

가 기술기능분석(FAST)

 기술기능분석(Function Analysis System Technique)은 총괄목표(R&D 과제)의 세부목표

(단계별목표, 중점기술개발과제, 핵심기술과제, 요소기술)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 

분석방법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에 대한 기술기능전개는 다음과 같이 ‘해저 2,500m에서 

지중 100m까지 지질시료를 채취한다’라는 목적 기능에 대하여 2개의 기본기능으로 

구분하고 1차 요수 및 2차 요소로 세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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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rig compensator

Rotary equipment

Pipe & riser handling system

Manipulator arms

Circulation system

Hydraulic power & electric system

Sampler, corer & drill bit

In-situ test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다목적 작업선박을 
활용한다.

OMSV

Position keeping system

Launch & recovery system(LARS)

Winch

Umbilical & cable

Submarine platform & system 
integration

Platform footing & leveling system

Underwater hydraulic power system

Underwater electric & control system

Drilling system

Water circulation(wash boring) system

Sampler, corer & drill bit

Rod/Core storage, supply & recovery 
system

Manipulator arms

Remote sensing & monitoring

Underwater visualization system

Positioning & Navigation system

Operation room on deck

In-sit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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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은 데릭시스템이 장착된 선상에서 직접 드릴링 작업과 

시료채취 및 회수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은 해

저면에 시료채취를 위한 전용 해저 로봇시스템을 내려서 무인으로 드릴링, 로드 및 

샘플러의 보관과 이동, 장착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임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 수심이 깊어질수록 선상 탑재식 시스템은 많은 로드와 관련 

부대시스템이 커지고, 해저면 착저식은 수심이 깊어져도 방식에 큰 차이는 없기 때

문에 200~500m 이상의 수심에서는 해저면 착저식 시스템이 유리한 측면이 있음. 다

만, 해저면의 경사가 복잡할 경우에는 해저면 착저식 시스템의 기초가 수평을 유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상 탑재식이 활용되기도 함

 얕은 수심에서는 선박의 위치제어를 계류앵커를 활용하지만 수심이 깊어져 앵커의 활

용이 불가능할 때는 DP(dynamic positioning) 시스템이 설치된 선박이 활용되어야 함. 

구 분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개 요

활용선박 데릭시스템이 장착된 선박

장비 진수/회수가 가능한 LARS 또는 

A-frame과 케이블과 인양선을 운영하기 위한 

윈치가 장착된 선박

적용수심 일반적으로 200~500m 미만* 일반적으로 100m 이상

❙표 2-5❙ 해저 시료채취 시스템별 특징

* 석유시추에서 사용하는 선상탑재식 시추시스템은 대형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심 3,000m이상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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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능 / 1차기능 2차(요소) 핵심 요소기술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시료채취선(Drillship)을 
활용한다.

Drill-ship or OMSV (offshore multi support vessel)

Position keeping system

Drilling integration system System integration technology

Derrick, moon pool Derrick

Mast(portable derrick)

Moon pool

Hoisting system Draw-work

Crown block

Traveling block

Hydraulic cylinder system(Drill rig) Ram guide

Cylinder assembly

Traveling yoke

Drill line storage reel Hydraulic motor

Gear box/brake

Mechanical parking brake

Pressure/flow control valve

Drill rig compensator Passive heave compensator

Active heave compensator

Rotary equipment Top drive

Rotary table

Elevator

Retractable dolly

❙표 2-6❙ 기술트리

나 기술트리(Technology Tree)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의 각 기능별 핵심 요소기술을 기술트리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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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 riser handling system Drill pipe

Riser

Wireline system

Gripper

Racking unit

Catwalk machine

Finger board

Iron roughneck

Riser handling crane

Riser handling catwalk

Vertical riser handling system

No-riser system

Manipulator arms Manipulator

Circulation system Water pump

Slurry collecting system

Slurry storage tank

Hydraulic power & electric system HPU

Hydraulic control system

Electric control system

High voltage generator

High voltage transformer

Sampler, corer & drill bit Piston sampler

Double barrel sampler

Triple sampler

Pressure core sampler

Rock corer

Core catcher

Drill bit

In-situ test Cone penetration test

Standard penetration test

Field vane test

Pressuremeter test

Dilatometer test

Seism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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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다목적 작업선박을 
활용한다.

Launch & recovery system(LARS) A-frame

LARS

Launching frame

Winch Umbilical storage reel

Slip-ring

Umbilical & cable Umbilical

Lifting cable

Submarine platform & system 
integration

Deepsea platform

System integration

Deepsea water proofing

Track

Truster

Platform footing & leveling system Footing

Leveling system

Underwater hydraulic power 
system

HPU

Hydraulic motor

Hydraulic cylinder

Underwater electric & control 
system

Electric system

Control system

Drilling system Rotary system

Hydraulic cylinder system

Rotary table

Hydraulic clamp

Water circulation(wash boring) 
system

Water pump

Slurry monitoring system

Sampler, corer & drill bit Piston sampler

Double barrel sam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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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 sampler

Pressure core sampler

Rock corer

Core catcher

Drill bit

Rod/Core storage, supply & 
recovery system

Rod racking unit(storage drum)

Sample/Core sealing system

Rod/Core barrel positioning 
system

Manipulator arms Manipulator

Rotary arm

Remote sensing & monitoring SCADA system

Remote structure health 
monitoring

Underwater visualization system Underwater camera

Sonar system

Positioning & Navigation system Position sensor & algorithm

Navigation system

Operation room on deck 3D Visualization system

Process control system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situ test Cone penetration test

Standard penetration test

Field vane test

Pressuremeter test

Dilatometer test

Field seism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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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핵심기술군 기술의 정의 핵심어 비고

선
상
 
탑
재
식

지
질 
시
료

채
취 
시
스
템

Drilling 
integration 

system

선상 탑재식 시스템의 전체 
통합 구성기술이며, derrick과 
드릴링 시스템, rise 시스템 
등을 통합 설계 및 제작, 운
영기술을 포함함

system integration 
technology, 

 

Hydraulic 
cylinder 

system(Drillrig)

riser와 pipe, sampling tool, 
coring tool 등을 연결하여 
회전 및 관입하는 시스템으로 
hoist를 활용하는 시스템과 
대비하여 유압실린더를 이
용하며, 유압실린더를 활용
하기 때문에 derrick의 형태가 
타워에서 2축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지고, hoist 방식에 
비해 구조가 간명함

ram guide, cylinder 
assembly, traveling yoke

Pipe & riser 
handling 
system

pipe와 riser를 선상에서 핸
들링하고 보관하고 이동하
는 작업을 하는 전체 시스
템

riser vs no-riser system

drillpipe,casing,risersyste
m,no-risersystem,gripper,
rackunit,catwalkmachine,
fingerboard,ironroughneck,
riserhadlingcrane,riserhan
dlingcatwalk,verticalriserh
andlingsystem,wirelinesys

tem, riser handling system

Circulation 
system

라이저 내부와 지중공벽유
지, 드릴비트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암편을 선상으로 이
동시키기 위해 선상에서 공
급하고 라이저 내부로 배출
되는 슬러리에서 토사와 암
편을 골라 저장하는 시스템. 
mud circulation과 water 
circulation 방식 있음

water pump, slurry 
collecting system, slurry 

storage tank

water vs. mud
circulation system

❙표 2-7❙ 핵심기술군

다 핵심기술군 도출

 세부기술분석 결과에서 기술의 보완이나 개발이 필요한 요소기술을 재그룹화하여 

선상 탑재식 지질시료 채취시스템에서 4개 핵심기술군과 해저면 착저식 지질시료 

채취시스템에서 5개의 핵심기술군을 구성

 여기에서 도출된 핵심기술군은 기술동향분석과 특허분석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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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핵심기술군 기술의 정의 핵심어 비고

해
저
면
 
착
저
식 

지
질
시
료

채
취 
시
스
템

Submarine 
ROV platform

해저 ROV platform. 기계적
인 body와 frame, 각종 시
스템의 탑재공간 확보, 센서
배치, 내압용기, 이동을 위한 
스러스터 또는 트랙 등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 기술

deepsea ROV platform, 
system integration 

technology, deepsea 
water proofing, track, 

thruster

Platform 
footing & 

leveling system

해저 착저면이 단단하고 굴
곡이 많은 지반이나 아주 연
약해 대형 침하가 발생하는 
지반과 같이 다양한 지반에서 
platform을 지지하며, 시료
채취 작업중에 침하나 기울
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
평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시스
템. 3-point leg가 일반적이
지만, 4-point footing을 사
용하는 장비도 있음

footing,hydrauliclevelingsy
stem, 

Sampler, corer 
& drill bit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소정 
깊이까지 회전 및 굴진하는 
드릴비트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의 비트를 사
용하며 천공시에 사용하는 
비트와 시료채취시에 사용하
는 비트의 형태도 상이함. 
시료채취는 토사용에서 주로
사용되는 piston sampler나 
대수심에서 주로 사용하는 
pressure core sampler와 
암반코어를 채취하는 rock 
corer가 일반적임

piston sampler, double 
barrel sampler, triple 

sampler, pressure core 
sampler, rock corer, 

core catcher, drill bit(for 
soil), drill bit(for rock)

pressure core sampler

Rod/Core 
storage, supply 

& recovery 
system

무인작업을 수행하기 때문
에, rod(pipe)를 수납하고 수
납된 rod를 관입실린더로 이
동시키고 반대로 회수시 다
시 수납함으로 배치하는 전
체 시스템. Sampler와 corer
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납
unit에서 빈 barrel을 꺼내서 
시료채취후 밀봉하여 정해진 
위치에 수납하는 시스템

rod racking unit(storage 
drum), sample/core 

sealing system, rod/core 
barrel positioning system

Manipulator 
arms

수납된 rod(pipe)나 sampler/
corer ba rre l을 를램프로 
잡아서 관입시스템으로 이동
시키고 관입시에 rod를 공정
에 맞도록 잡거나 풀어주는 
작업하며, 회수시 반대로 rod를 
해당 수납함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

underwatermanipulator,
rotary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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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 주요 업무 비고

Mariner

[Anchored]

(<250m)

선장 81.8m, 선폭 

12.3m, 총톤수 

1,655톤

최대 320m 작업 가능

Adventurer

[Shallow water]

(<500m)

1,500톤급

LOA : 69.6m

활용수심 : 300m

크레인 : 3t, 5t

drilling 시스템 장착

Commander

[Shallow water]

(<500m)

1,000톤급

LOA : 56m

A-frame : 5t

moon pool : 

3.8m×3.8m

moon pool 갠트리 : 

33t

DP1

지원선

Markab

[Shallow water]

(<500m)

선장 70.2m, 선폭 

13.0m, 총톤수 

1,594톤

넓은 데크, 다목적 

지원선, 해저지반시추, 

ROV 운영

❙표 2-8❙ Geotechnical drilling & service vessels(Fugro)

2.2.2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및 활용 현황

가 해저 지질시료채취 지원 선박 현황

 Fugro(네덜란드)

 대표적인 종합 해양지반조사 기업인 Fugro International은 다양한 해상조사, 개발을 

위한 선박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데, 해양지반조사 선박과 해양지반조사 지원 선박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선박은 대형의 크레인과 moon pool 

등의 지원설비가 탑재된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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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 주요 업무 비고

Bucentaur

[Deepwater]

(500~,1,500m)

선장 78.1m, 선폭 

16.0m, 총톤수 

2,768톤

지반조사, 말뚝항타, 

지반굴착 가능

Amige

[Ultra deepwater]

(1,500~3,000m)

선장 85.8m, 선폭 

16.8m, 총톤수 

3,577톤

수심 3,000m 작업 

가능, 현장시험, 샘플링

Synergy

[Ultra deepwater]

(1,500~3,000m)

LOA : 103m

활용수심 : 2500m

moon pool : 

7.2m×7.2m

크레인 : 2.6t, 5.2t

DP2

WROC 2기 운영

drilling 시스템 장착

Mud circulation

Explorer

[Ultra deepwater]

(1,500~3,000m)

선장 79.55m, 선폭 

16.0m
현장시험, 샘플링

Brasilis

[Ultra deepwater]

(1,500~3,000m)

2,000천톤급

LOA : 65.65m

활용수심 : 3500m

A-frame : 10t

크레인(SWL) : 3.6t

DP1

지원선

Voyager

[Ultra deepwater]

(1,500~3,000m)

5,000천톤급

LOA : 82.9m

활용수심 : 3000m

A-frame : 15t

크레인 : 3t, 5t

moon pool : 

3.1m×3.1m

drilling 시스템 장착

Mud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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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STEC(일본)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인 JAMSTEC에서 운영 중인 해양연구선과 시추선은 다음 표

와 같으며, 시추선인 치큐는 수심 2,500m에서 7,500m까지 굴착조사 가능

 문풀의 크기는 12m×12m, 데릭의 인양 하중은 SWL 1,250톤

소속/운영 선명
건조

(년)

승선인원

(명)

항속

(Knots)

전장

(m)

총톤수

(GRT)

JAMSTEC

카이요 1985 60 13.0 62 3,385

요코스카

(잠수정 모선)
1990 60 16.0 105 4,439

카이레이(sesimic) 1997 60 16.0 105 4,628

미라이 1997 80 16.0 129 8,687

하코호마루 1989 89 16.0 100 3,991

치큐(시추선) 2002 150 12.0 210 57,100

❙표 2-9❙ JAMSTEC 운영 선박

(출처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4,000톤급 이상) 건조사업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그림 2-1❙치큐(JAM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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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나츠시마 카이요 요코스카 카이레이 미라이 치큐 하쿠호마루

운영

주목적

심해저조사

(화상조사 등)

심해조사

(물리탐사 등)

잠수정

지원모선
심해저조사

외양

해양조사
지구 심부탐사

외양

해양조사

건조년도 1981 1985 1990 1997 1997 2005 1989

전장×전폭

(m)
64×13 62×28 105×16 106×16 128×19 210×38 100×16

총톤수 1,739 3,350 4,439 4,517 8,687 56,752 3,991

흘수(m) 5.0 6.3 4.7 4.7 6.9 9.2 6.3

출력/

축마력

850ps×2/

625kw×2

1,850ps×4/

860kw×4

3,000ps×2/

2,206kw×2

3,000ps×2/

2,206kw×2
1,838kw×4

3,470ps×1/

5,710×3
1,900ps×4

항속(n,m) 11 13 16 16 16 12 16

승조원

(연구자)

55명

(18명)

60명

(31명)

60명

(15명)

60명

(22명)

80명

(46명)

200명

(15명)

89명

(35명)

주요

장비

ŸPDR
ŸMBES
Ÿ계량어군탐지
Ÿ음향항법장치
ŸXBT/XCTD

ŸMBES
ŸMCS
ŸADCP
ŸDPS
Ÿ음향측위장치
ŸXBT/XCTD

ŸMBES/SBP
Ÿ중력계
Ÿ자력계
Ÿ음향항법장치
ŸXBT/XCTD

ŸMBES/SBP
ŸMCS
Ÿ중력계
Ÿ자력계
Ÿ관측원치
Ÿ음향항법장

치
ŸXBT/XCTD

ŸMBES/SBP
Ÿ도플러레이더
Ÿ관측원치
Ÿ중력계
Ÿ자력계
Ÿ무선기상관측기
Ÿ기상관측장치
Ÿ음향항법장치
ŸXBT/XCTD

ŸRiser Drilling 
System
ŸCore Sampling 
 System
ŸX-ray CT 
Scanner
ŸQuality Analysis 
 and Quality 
 Control
ŸMicrobiological 
 Analysis
ŸDynamic 
 Positioning 
 System(DPS)

ŸPDR
ŸMBES
ŸSBP
ŸCTD시스템
Ÿ채수시스템
Ÿ관측원치
ŸADCP
Ÿ중력계
ŸXBT/XCTD

특징
Ÿ하이퍼돌핀

모선

Ÿ해저심부

구조탐사

Ÿ신카이6500,

우리시마모선

Ÿ카이코7000

 Ⅱ 모선

Ÿ해저심부

 구조탐사

Ÿ북극해 등

 해양관측

Ÿ서태평양· 인

도양·열대역 

부이설치

Ÿ IODP 주력선

Ÿ 해저지하 약 

7,000m 굴착 

가능

Ÿ장기항해

Ÿ전국( 대학)  

공 동 이 용  

범용 연구선

건조회사
카와사키

중공업
미츠이조선 카와사키 중공업

IHIMU

미츠비시중공업
미츠비시중공업

운항회사 Nippon Marine Enterprises, Ltd. GODI 위탁업체* 자체운영

조사

지원회사

Nippon Marine Enterprises, Ltd.

MWJ

GODI

MWJ

Nippon Marine Enterprises, 

Ltd.

MWJ

❙표 2-10❙ JAMSTEC 운영 선박의 주요 제원

(출처 : 중장기 해양조사선단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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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용사/ 

국가
운용 
장비

사이즈
A frame 

용량
용량 비고

RV Maria S. 

Merian
 /독일 Mebo

94.8m ×19.2m 

×6.5m(L ×W 

×Draught)

311ft ×63ft 

×21.4ft(L ×W 

×Draught)

30ton 1,345t

❙표 2-11❙ 주요 해외 해저지반조사 지원 선박

 SINOPEC(중국)

 K407은 우리나라의 거가대교 건설현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의 연구과제 수행에 가장 많이 활용된 천해용 시추선으로 선장 54.96m, 선폭 11.68m, 

총톤수 1,500톤 규모임

 

❙그림 2-2❙ K407(SINOPEC)

 해외 해저지반조사 지원 선박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양지반조사 지원 선박의 통계는 시추선(drill ship)과 다목

적 지원선(multi-support vessel, multiple service vessel), 지반조사선(geotechnical survey 

vessel),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많은 선박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기획 대상과 유사

한 형태의 선박(해저 시료채취 지원선)을 개략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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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용사/ 

국가
운용 
장비

사이즈
A frame 

용량
용량 비고

Celtic 

Explorer

(RV)

Marine 

institute/

아일랜드

Holland 

I (ROV)

Box 

coring

Gulf V1

65.6m ×15m 

×5.8m(L ×W 

×Draught)

25t 2,425t

Cefas 

Endeavour

P&O 

maritime 

services/

영국

-

73.9m ×16.1m 

×5.5m(L ×W 

×Draught)

25t(aft),

7.5t(starb

oard)

2,983t,

MP 

SV Java 

Imperia

PT 

Offshore 

Works 

Indonesia/

인도네시아

-

62m ×12m 

×3.5m(L ×W 

×Draught)

25t 1,315t

R.V.  Ridley 

Thomas
EGS -

moon pool : 

2*2m

　조사수심 : 

2000m

- -

R.V.  GEO 

EXPLORER
EGS -

　조사수심 : 

2000m

10t

크레인 : 

2t, 1.5t

-

K.M.  EGS 

SURVEYOR
EGS -

조사수심 : 

2000m

10t

크레인 : 

1.5t

-

Hydrographic 

Survey 

Vessel 

RNLN

Damen - 　LOA : 81m

4t

6t  

크레인 : 

4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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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용사/ 

국가
운용 
장비

사이즈
A frame 

용량
용량 비고

Hydrographic 

Survey 

Vessel 6613

Damen -
　LOA : 

66.35m
　5t, 3.2t -

DSV74
FASSME

R
- 　LOA : 74m 보유 -

FREIRE  

NB-701
FREIRE -

　　LOA : 

85m

크레인 : 

70t
-

FREIRE  

NB-702/703
FREIRE -

SWL  12Te at 

4000 m AHC

　LOA : 110m

조사수심 : 

3000m

크레인 : 

150t
-

FREIRE  

c-2009
FREIRE -

　

98m

　

크레인 : 

10t_5t
-

Kendal HALLIN -

moon pool : 

4.5*4.5m

　LOA : 65m

크레인 : 

20t_5t
-

CSSDerwent HALLIN -

moon pool : 

7.4*7.6m

　LOA : 84m

조사수심 : 

3000m

크레인 : 

150t_5t

윈치 : 

160t

-

HYSY708
COSL/ 

중국
-

9.29m×23.4m 

×9.6m

(해저 

105m조사)

DP2

150t 7,5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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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의 착저식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현황

 PROD(Benthic, 호주)

 호주의 Benthic Geotech Pty LTD에서 보유하고 있는 PROD(Portable Remotely Operated 

Drill)는 해저면 착저식으로 운용되는 해양지반조사 전용 장비이며, 선박에서 전력 

공급과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보링 및 샘플링을 비롯하여 다양한 원위치 시험을 수행

할 수 있음(Kelleher and Randolph, 2005)

(a) 수중 진수 모습(Lunne, 2010) (b) 수중 진수(http://www.benthic.com/)

 

❙그림 2-3❙ PROD
 PROD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시험 위치까지 이송이 간편하다는 점인데, 20피

트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운반이 가능함. 공기 중 무게

는 10tf, 수중 무게는 8tf이며, 길이는 6m이고, 총 260m의 rod(drill rod 100m, sampling 

barrel 100m, casing 60m)를 장착할 수 있음. 시료채취 이외에도 토사 및 암반 샘플링, 

콘관입시험기(CPT), 볼관입시험기(BCT), 다운홀 시험, 세굴 측정 장치 등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2-4❙ PROD 선박 

(http://www.benthic.com/) 

 ❙그림 2-5❙ PROD 운영실 

(http://www.benth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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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과 미국, 앙골라, 노르웨이, 영국, 한국 등에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우리나라 동해 인근에서 수심 1,000~1,600m 조건에서 조사를 수행하였

음. 1,000m 수심 조건에서 20m 보링 하는데 약 6시간이 소요되었고, 1,500m 수심 조건

에서 40m 보링 하는데 약 12시간이 소요됨

 MEBO(독일)

 수심 2,000m에서 시료채취를 목적으로 개발된 독일의 대수심용 MEBO 장비는 보링 

깊이가 70m이고, 연약한 토사에서부터 단단한 암반까지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음

 코어의 직경은 55mm~84mm까지이며, 2,000m 수심까지 운용 가능함. 공기 중 무게는 

10톤 정도이며, 전체 시스템의 무게는 약 75톤 정도이다. 20피트 컨테이너에 보관하

여 전 세계 어디든 이동 가능함. 3m 길이의 로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50m 심도의 보

링을 위해서는 총 17개의 코어 배럴과 16개의 로드가 필요하게 되며, 연약 퇴적토의 

경우 관입식 코어배럴을, 암반의 경우에는 회전식 코어배럴을 활용함. 해저면 착저

시 3개의 발판을 이용하여 장비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장비에 부착되

어 있는 수중 비디오카메라 및 센서를 활용한 제어 및 운용이 가능함

  

❙그림 2-6❙ MEBO(Freudenthal and Wefer, 2006)

 DWACS(미국)

 미국의 Williamson & Associates, Inc.에서 개발한 DWACS은 수심 4,000m, 심도 150m

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Murray, 2010), 공기 중 무게 13tf, 수중 무게 12tf, 

3.7m 폭, 8.1m 길이에 5.7m 높이로 다른 장비에 비해 큰 규모이고, 40ft의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음. 시료채취 직경은 최대 73mm이고 최대 추력은 9tf임



Ⅱ. 환경 및 역량 분석

33

❙그림 2-7❙ DWACS(http://shaldril.org/)

 GREGG(미국)

 미국 GREGG 사에서는 수심 3,000m, 심도 150m에 적용할 수 있는 해저 착저식 장비

를 개발하였으며, 시료채취 및 원위치 시험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크기는 5.4 × 

3.8 × 6.6m이고 공기 중 무게는 약 10톤으로, 로드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관절 로봇 

팔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임. 와이어라인(wire line) 방식을 이용하여 최대 85mm 직경

의 시료채취 및 CPT를 수행할 수 있음

 

❙그림 2-8❙ GREGG사의 해저지반조사장비(Robertso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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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V Drill(Forum, 영국)

 Forum사에서 개발한 ROV Drill은 작업용 ROV가 구동할 수 있게 제작된 착저식 시

료채취 시스템으로 총 중량 9.5~18톤으로 3m rod를 40개 탑재하여 122m의 콘관입시

험과 56m의 연속 시료채취가 가능함(shelby tube, piston sampler)

 

❙그림 2-9❙ ROV Drill(Helix, Canyon Offshore)

❙그림 2-10❙ ROV Drill(Nautilus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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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심용 착저식 장비 비교
 다음 표는 대수심용 해저면 착저식 해저지반조사 장비를 다양한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 비교한 것으로 적합도 및 우수성에 따라 0점~5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 것이며, 

PROD가 다른 장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분류 기술적인 이슈
착저식 해저지반조사 장비

DWACS GREGG PROD MeBo

외부 환경 측면

진수 및 회수 시 기후 상태 3 3 3 3

운용 시 기후 상태 3 3 3 3

해저면 표층 경사 3 3 3 2

표층 연약지반 적합도 4 4 5 2

모래 및 실트 적합도 3 3 3 1

기능적 측면

관련 시스템의 실적 4 3 4 2

채취 시료의 질적 수준 3 3 5 2

원위치 시험의 질적 수준 3 5 5 1

생산성(대수심, 천부심도) 3 3 5 2

유지관리 프로그램 4 4 5 4

여유 장비 4 4 4 4

신뢰성 3 3 3 2

회사의 장비 및 인프라 2 3 4 2

작업자 숙련도 3 4 4 3

시스템의 정확도 4 4 5 3

기술적 측면

장치 적합도 4 4 5 2

구축된 장비 파워 4 4 4 4

다른 시스템 의존도 3 3 3 3

합계 60 63 73 45

❙표 2-12❙ 착저식 해저지반조사 장비의 기술수준 비교(Osborne st al, 2010)

<점수 기준> 0 : 적합하지 않거나 고려되지 않음. 1 :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하기 어려움. 2 : 평균 요구 

기능보다 수준이 낮음. 3 : 평균 정도임. 4 : 평균 요구 기능보다 수준이 높음. 5 : 아주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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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두성호

다 국내 유사 선박 현황

 두성호(한국석유공사)

 두성호는 1984년 건조된 우리나라에서 보유 및 운

영되고 있는 유일한 석유시추선으로 반잠수식으로 

최대 수심 450m에서 해저 7,500m까지 시추할 수 있

음. 지난 30년간 24개 공의 국내 대륙붕에서 시추 

수행. 해저 지반의 지질시료채취 목적이 아니라 석

유자원 탐사를 위한 시추공 천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국내 연구선 현황

선급 선명 소유주체 주기능
건조

년도

선령

*
총톤수

전장

(m)

순항속도

(knots)

운항

거리

(nm)

승선

인원

**

모항

Global

아라온 해양과기원 쇄빙, 극지연구/보급 '09 4 7,487 111.0 12 20,000 연(60)
승(25) 인천

이사부 해양수산부 다목적 해양연구조사 '17 - 5,900 99.8 12 10,000 연(38)
승(22) 장목

해양2000 해양조사원 국가해양기본도조사 및 
한국연안 해류조사 '95 18 2,533 89.2 16.5 14,000 승(50) 부산

탐해2 지질자원
연구원

3차원 석유, 지질 및 
지구물리/해저물리탐사 '97 16 2,085 64.4 14.5 12,000 연(20)

승(16) 진해

Ocean

온누리 해양과기원 다목적 해양연구조사 '92 21 1,422 63.8 15 10,000 연(25)
승(15) 장목

탐구20 수산과학원 EEZ 어업자원조사, 
동중국해 해양조사 ‘07 6 885 56.5 14.2 7,000 승(30) 부산

- 수산과학원 연근해 수산자원조사 ‘14 - 800 - - - - 미정

Regional

바다로1 해양조사원 연안 해양조사 ‘02 11 695 64.5 15 5,000 승(18) 부산

탐구3 수산과학원 동해 해양조사(전담), 
고래 자원조사 등 ‘92 21 369 44.0 14 6,000 승(25) 부산

이어도 해양과기원 다목적 해양연구조사 ‘92 21 357 49.0 12 4,000 연(17)
승(13) 장목

탐구8 수산과학원 서ㆍ남해해양조사,
한중해양환경공동조사 ‘95 18 282 42.2 14 5,000 25 인천

바다로2 해양조사원 연안 해양조사 ‘09 4 273 40.7 14 3,000 승(21) 부산

❙표 2-1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립기관 보유 주요 해양연구선 현황

(출처 : 중장기 해양조사선단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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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소유주체 주기능
건조

년도

총톤수

(GRT)
전장(m)

순항속도

(knots)
승선인원* 모항

선영1호 ㈜선영종합엔지니어링 해양조사, 측량 2004 6.55 11.85 20 연(9)/승(1) 부산

선영2호 ㈜선영종합엔지니어링 해양조사, 측량 2013 13.00 14.93 26 연(9)/승(3) 부산

뉴명랑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기타선 2002 7.93 12.48 20 연(4)/승(1) 목포

챌린저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기타선 2012 10 13 17 연(4)/승(2) 목포

태경호 대지이엔지 기타선 2002 4.96 10 10 연(5)/승(2) 인천

미래호 ㈜미래해양 기타선 2008 8.55 12.3 5 연(10)/승(1) 군산

해금호 ㈜유에스티21 조사선 2005 7.31 12.59 12 연(9)/승(1) 부산

한국에스티지호 ㈜한국에스지티 측량전용선 2011 13 14.83 15 연(5)/승(1) 인천

황룡호 ㈜더모스트 기타선 1993 4.56 9.7 7 연(6)/승(1) 대산

아라호 ㈜범아엔지니어링 측량전용선 2010 6.67 11.62 15 연(8)/승(1) 진해

원정호 ㈜에이스해양 측량전용선 2002 6.32 11.52 15 연(7)/승(1) 창원

에이스마린1호 ㈜에이스해양 측량전용선 2013 1.44 4.91 20 연(6)/승(1) 안산

에이스마린2호 ㈜에이스해양 측량전용선 2013 0.49 3.55 20 연(4)/승(1) 안산

케스티1호 환경과학기술 측량 1989 16.0 15.32 8 연(10)/승(2) 인천

제3선진호 ㈜해양정보기술 해양측량 1993 8.55 12.19 12 연(7)/승(2) 통영

YM조사1호 ㈜해양정보기술 해양측량 2004 4.99 9.53 10 연(7)/승(2) 통영

❙표 2-14❙ 우리나라 해양 관련 산업체 보유 연구선 현황

(출처 : 중장기 해양조사선단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선체명
운용사/ 

국가

운용

장비
사이즈

A frame 

용량
용량 비고

미래로

(MV)
KTS/한국 미내로

70m×14.9m 

×5m

SWL : 

40t
1,999t

세계로

(케이블선)
KTS/한국 -

115m×20m 

×7.8m

SWL : 

50t
8,323t

❙표 2-15❙ KT-submarine 보유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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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착저식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관련 기술 현황

 해양콘관입시험기
 국내 최초의 해저면 착저식 지반조사 시스템은 2002년부터 시작된 해양수산부 연구

개발과제로 개발된 해양콘관입시험기이며, 콘관입시험은 시료채취시스템이 아니라 

해저 지반의 물성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시료채취 없이 지반조사가 가능한 관입시험

기로 개발된 시스템은 수심 60m 이내의 천해에서 실험이 가능함

 

❙그림 2-12❙ 천해용 해양콘관입시험기(KORDI, 2006)

 해양콘관입시험기는 2013년 2차로 제작되어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의 지반조사에서 

활용되었는데, 기존의 부체식 작업장에서 육상장비에 의한 실험결과가 부정확하여 

개발된 해양콘관입시험기로 재실험을 수행하여 신뢰성 높은 결과를 획득함

 

❙그림 2-13❙ 천해용 해양콘관입시험기(KIO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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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해용 해저면 착저식 해양지반조사 장비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으로 국내 유일한 시스템은 2013년 국토교통부 연구

과제에서 개발된 착저식 지반조사시스템(KIOST)인데, 수심 100m 조건에서 심도 

50m까지 지반 굴착과 시료채취 및 표준관입시험(SPT)이 가능함

 이 연구에서 개발된 수중 지반조사 시스템 구축 기술이 현재 해외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과 가장 근접한 기술수준이며, 적용 수심이 100m인 점을 제외하면 

해외 시스템에 거의 유사한 수준임

❙그림 2-14❙ 해저면 착저식 지반조사시스템(KIOST, 2014)

❙그림 2-15❙ 장비 운영 장면(부체식 바지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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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 장비명
크기(m)

(W×L×H)
중량

작업 
수심(m)

속도 주요 장비 비고

KIOST 해미래
1.8×3.3 

×2.2
3,660kg 6,000 1.5kn

비디오 

카메라,

매니퓰레

이터

KIOST 해누비
1.2×2.6 

×1.3
1,100kg 6,000 1.5kn

비디오 

카메라,

소나

KIOST VORAM
1.1×2.8 

×0.4
357kg 200

1.25 

m/s

음향, 

무선 

통신모뎀

KIOST 미내로
6.0×5.0×

4.0
28t 5,000 1m/s

소나

채광장비

KIOST 크랩스터
2.5×2.4 

×2.0
600kg 200 0.5m/s

소나,

비디오카

메라

KIOST
이심이 

100
0.2×1.6 38kg 100 3kn

수중음향, 

무선통신

창치

KIOST
이심이 

6000
0.6×4.9 850kg 6,000 1.5kn

수중음향, 

무선통신

창치

KIOST
해양콘관

입시험기

3.0×3.0×

12.0
10t 50m 고정식 CPT

KIOST

착저식 

해양지반

조사장비

3.0×4.0×

7.5
27t 100m 고정식

SPT, 

피스톤샘

플러, 

코어러

❙표 2-16❙ 국내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수중로봇

마 국내 수중로봇 관련 기술 현황



Ⅱ. 환경 및 역량 분석

41

보유기관 장비명
크기(m)

(W×L×H)
중량

작업 
수심(m)

속도 주요 장비 비고

KIOST

수중건설로

봇 사업단

미정
2.0×1.3×

1.5
- 2,500

전진 

2.5kn

좌우/상하 

2.0kn

수중 

경작업용

KIOST

수중건설로

봇 사업단

미정
6.5×5.0×

4.5
25t 2,500

2.0 

km./hr

워터제트, 

케이블 

설치

KIOST

수중건설로

봇 사업단

미정
6.0×2.9×

2.3.0
30t 2,500

이동

2km/hr

작업

300m/hr

굴착, 암 

파쇄, 

트랜칭, 

중작업

서울대학교 SNUUV-1 0.3×1.4 100m 2m/s

해양대 KAUV 21.5kg 100m 5kn

항법 

센서, 

RF모뎀

제주대 NOAH
0.5×0.75

×0.5

70kg

(페이로드 

포함)

20m 3.5kn

소나, 

비디오카

메라

KT

서브마린

Plough

(제작 : 

SMD)

27.5ton 1,500m

워터제트, 

케이블 

설치

KT

서브마린

T800

(제작 : 

Perry)

4.2×5.3 

×3.0
19ton 2,500m 2.5kn

워터제트, 

케이블 

설치

KT

서브마린

ST-209

(제작 : )

3.2×3.3 

×2.9
6.5ton 2,500m 2.3kn

워터제트, 

케이블 

설치

KT

서브마린

ROVCAB

(제작 : )

2.1×3.5 

×2.8
8ton 2,000m 2.8kn

워터제트, 

케이블 

설치

KT

서브마린

Gator

(제작 : 

Forum)

4.9×5.5 

×2.1
11ton 50m

체인커터, 

락 휠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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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국내에는 수중 ROV나 수중 로봇 운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은 전무한 상태

이지만,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ROV 제작사별로 

전문 운영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음

시뮬레이터의 기능 활용장면

• Same Simulator as Training and Integrated

• Instantaneous Feedback

  - Methodology

  - Capabilities / Feasibility

  - Environment Conditions / Bathymetry

• Standard Workstation Hardware

• Modify Scenarios

• Create Scenarios for Integrated Simulators

• Create Scenarios for Training Simulators

❙표 2-17❙ 시뮬레이터 사양

 해외에서 운영 중인 전문 교육기관으로는 Deepwater education center(UK)-VMAX™ 
ROV Simulator, Training Centre(England)-Dri-ROV Simulator, Oceaneering International, 

Inc(USA), Global Marine Systems Limited(England) 등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 기

회 제공하고 있음

기관명 국가/설립 연도 교육기간

Deepwater education center

(Perry Slingsby Systems)
UK 4weeks

Underwater Centre UK
7weeks

3weeks

Santa Barbara City College USA/1986 18weeks

Oceaneering International, Inc USA/1996 4weeks

Global Marine Systems Limited

(Subsea Training)
England 3weeks

ABEL Italy 3weeks

Training Centre (SMD) England

Subnet Services Ltd UK 3weeks

Marine Solution
South Africa

(Cape town)/1999
3weeks

❙표 2-18❙ 세계의 교육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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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lobal Marine Systems Limited(UK)

교육 내용

- Week1 : Pilot/Technician Induction(Pilot II)

- Week2 : Pilot/Technician (PilotⅠ)

- Week3 : Pilot/Technician Practical Competence

  IMCA(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s Association) guidlines

- Equipment : Falcon, Trojan, simulator

❙표 2-19❙ 교육내용

[수중로봇 실습실]

[가상 시뮬레이터 운용 교육실 구축]

[수중로봇 교육용 수조 및 운용 통제실]

❙그림 2-16❙ 교육훈련 장면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획연구보고서

44

2.2.3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해외 시장

 해저자원 탐사 시장의 현황 및 전망
(출처 :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해저플랜트 및 수중작업 기술개발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심해 석유 생산량은 2002년 전체 생산량의 2% 수준에서 2009년 8%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12%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탐사 및 설치를 위한 ROV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시장에서 추가로 건조될 ROV는 2011년 470대에서 2014년 573대로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AUV 시장은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성장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34개의 AUV가 제작되었고, 2009년 이후 최소 192대 이상이 주문 중이

거나 계획 중에 있음

 Douglas-Westwood 사는 3개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장을 전망했는데, 가장 유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10년간(2010년~2019년) AUV의 판매 대수는 총 1,144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크기별로는 대형 394대, 중형 285대, 소형 463대 등으로 예측

됨. 금액으로는 233억 달러에 해당하며, 군사용이 11억 달러로 4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Visiongain의 2011년 ROV와 AUV에 대한 시장 보고서(Remotely Operated 

Vehicles(ROV) and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AUV) in the Energy Market 

2011-2021)에 따른 이들의 총 시장 규모는 2010년의 15억 5,900만달러에서 2021년에

는 34억 7,900만달러로 연평균 8.3%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1,559 1,654 1,770 1,911 2,082 2,283 2,491 2,692 2,885 3,078 3,275 3,479

증가율 6.1 7.0 8.0 9.0 9.7 9.1 8.1 7.2 6.7 6.4 6.2

❙표 2-20❙ ROV 및 AUV의 시장 전망

(Visiongain, ROV and AUV in the Energy Market 2011-20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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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2011~2021년 ROV & AUV의 용도별 세계 시장 예측

(Visiongain, ROV and AUV in the Energy Market 2011-2021, 2010)

 심해 시추선 시장 현황 및 전망
(출처 :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해저플랜트 및 수중작업 기술개발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석유 및 가스가 한정적인 자원이기는 하나, 최근 미국에서는 전체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유전이 발견되는 등, 유전 탐사와 개

발을 통해 사용 가능양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석유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또한 

지속되고 있음

 최근 시추선의 발주가 다시 급증하여, 전세계 80%의 건조량을 차지하는 국내 에서 

실제 2011년 상반기 Drill Ship의 경우 총 20척, 111.5억불을 수주하였고, 유가 상승에 

따라 이러한 발주는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됨

구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총계

Drill Ship
수주량(척) 4 7 9 20

수주액(억달러) 21.1 40.4 50.0 111.5

❙표 2-21❙ 2011년 상반기 국내 조선 3사 심해시추선 수주 현황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획연구보고서

46

❙그림 2-18❙ 세계 심해저 시추선 연도별 발주 척수 추이

 GBI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해상 시추 비용은 연 평균 약 6.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그림 2-19❙ 세계 해상 드릴링 투자액 전망(2000~2015)

 원유 및 가스를 시추하여 운송하는 부문은 조선 산업과 관련이 깊으나, 개별 시추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제작, 설치는 육상 플랜트 산업적 특징이 있음

 시추 시스템은 에너지 경기 및 생산 시설 교체 주기와 연결되어 15년에서 30년 주기로 

경기가 순환되는 경향이 있으며, 70년대 건조된 시추설비 75척, 선령 25년 이상 시추

설비는 총 105기로 2007년부터 대체 수요 및 신규 유전 개발에 따른 수요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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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기준으로 3,000 m급 이상 심해에 대한 탐사 및 채굴의 확대와 2008년 이후 

중심으로 극지해역(북극)에 대한 탐사활성화에 따라 시추설비의 신규 수요 년 12척 

이상 발주가 예상됨

 현재 심해저 자원개발사업(E&P)의 경우 Petrobras, Total, BP 등 주요 석유 메이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2,22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심해저와 관련된 연구기관 및 사업자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심해저 해양 플랜트는 

주요 국제석유회사(IOCs; Total, Shell, BP, Exxon 등)와 국가석유회사(NOCs; Petrobras와 

Statoil 등)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될 전망임

 Douglas-Westwood(2010)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2014년의 5년간 심해저 해양 플랜트 

사업의 시장 규모는 1,670억달러로 이전 5년의 시장 규모에 비해 2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0❙ 2010년~2020년까지 기업에 의한 심해저 자본 투자 전망
(Douglas-Westwood, Deepwater Report 2010~2014, 2010)

❙표 2-22❙ 전 세계 심해저 해양 플랜트 시장의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Douglas-Westwood, Deepwater Report 2010~20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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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심해저 플랜트 분야별 자본 투자 현황 및 전망
(Douglas-Westwood, Deepwater Report 2010~2014, 2010)

 2010~2014년의 투자에 있어서도 해저 유정(subsea wells)의 드릴링 부분이 636억달러로 

투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파이프라인과 컨트롤라인(pipeline and 

control line) 역시 이 기간 동안 623억달러로 심해저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생산 플랫폼 분야는 2005~2009년의 17%(210억달러)에서 2010~014년에는 15%(254억

달러)으로 금액은 다소 증가하지만 비율은 2%포인트 감소할 전망임

❙표 2-23❙ 전 세계 심해저 해양 플랜트 시장의 분야별 투자 지출 추이 및 전망
(Douglas-Westwood, Deepwater Report 2010~20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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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부품 주요 생산업체

선상 탑재식
지질 시료

채취 시스템

Crown mounted compensator TSC offshore group, TTS, Canrig drilling tech., Huisman 

DDM
TTS, TESCO, Foremost, Bentec, Daqing Jinghong, 

Goldenman, Drillmec 

Draw works
 TSC offshore group, TTS,Bentec, Drillmec , Kandle 

oilfield products, Honghua, American Block

❙표 2-24❙ 핵심부품별 주요 생산업체

 이와 같은 에너지 자원개발의 미래는 심해와 극지로 확장됨에 따라 심해용 해양플랜

트의 수요 급증이 예상됨

- 육상 및 천해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경향으

로 심해자원 개발 및 생산용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급증될 것이라고 예상됨(해양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전체 매장량의 70% 이상 차지)

- 조선ㆍ플랜트 산업의 미래 신사업 창출 및 중국과의 차별화 시급

- 과거 해상/해저 분리발주에서 통합발주로 전환 경향에서 해양 플랜트의 통합 발주 

증가로 Total Solution 확보 필요

 2011년 8월 16일 영국의 인필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심해자원 탐사 및 개발(E&D) 

분야의 투자비용이 94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세계시장은 2020년 1,800억$로 예상되며, 2025년 3,000억$, 

2030년 4,400억$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해저 드릴링 플랜트 시장 상황
 2011년 6월 기준으로 해상 시추 장비는 70%이상 가동 중

- 특히 수심 1,500m 이상 심해 시추선의 경우에는 가동률 100%

 중국의 육상 시추 rig를 제작하는 회사 중 하나인 Hong Hua의 경우 load 900 metric 

ton의 draw-works을 생산하고, 2200 hp의 mud pump를 생산하며, 연간 150기의 육상 

rig와 600대의 mud pump를 생산하고 있음

 노르웨이의 TTS사는 2300hp의 DDM와 1250 short ton load의 drawworks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상 시추선을 위한 각종 장비를 생산하고 있음

 각 장비별 주요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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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부품 주요 생산업체

Rotary table TSC offshore group, Goldenman,, American Block

Iron roughneck

TSC offshore group, Canrig drilling tech., TESCO, Gill 

services, Hawk Ind., Nantong Jinniu Machinery 

manufacturer

Derrick TSC offshore group, TTS,Drillmec, Huisman 

Travelling block TTS, Bentec , MD cowan,, American Block

Dead line anchor TTS, Bentec, American Block

Hydraulic cathead
TTS, Bentec , Gill ervices, Nantong Jinniu Machinery 

manufacturer

Bridge crane TSC offshore group, TTS

Stand building arm TSC offshore group, TTS

Pipe handling system TSC offshore group, TTS

Finger board , bellyboard TTS

Tubular feeding machine (cat 

walk machine)
Canrig drilling tech., Bentec 

Riser feeding machine/Riser 

handling
TSC offshore group

BOP crane, BOP trolley TSC offshore group, TTS

Xmas tree trolley, crane TSC offshore group, TTS

Riser tensioner DTI

Bulk tank TTS

Mud agitator
TSC offshore group, TTS, Derrick equipment company, 

KEM-TRON

Mud pump
TSC offshore group, TTS,Bentec , Goldenman, Drillmec, 

Kandle oilfield products, MD cowan, American Block

Shale shaker
TSC offshore group, TTS,Derrick equipment company, 

KEM-TRON

Gumbo conveyer (removal) TTS, Derrick equipment company

Desilter TSC offshore group, TTS

Driller's cabin
TSC offshore group, TTS, Omron oilfield & Marine, 

Honghua

Rock catchers TTS

Degasser
TSC offshore group, TTS, Derrick equipment company, 

KEM-TRON

Centrifuge
TSC offshore group, TTS, Derrick equipment company, 

, KEM-TRON

Desander TSC offshore group, TTS

Mud hopper TSC offshore group, TTS, Derrick equip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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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부품 주요 생산업체

해저면
착저식

지질시료
채취 시스템

Submarine platform & system 

integration
SMD, Forum, A.P. VandenBerg, Benthic, 

Platform footing & leveling 

system
Benthic, Mebo, Williamson & Associates, Inc, Gregg

Underwater hydraulic power 

system
SMD, Forum, Seaeye, Benthic

Underwater electric & control 

system
SMD, Forum, Seaeye, Benthic

Drilling system
SMD, Forum, A.P. VandenBerg, Benthic, Mebo, 

Williamson & Associates, Inc, Gregg

Sampler, corer & drill bit
Ocean drilling, JAMSTEC, AMS, ELE, Geoprobe, 

Geofactory, 

Rod/Core storage, supply & 

recovery system

SMD, Forum, A.P. VandenBerg, Benthic, Mebo, 

Williamson & Associates, Inc, Gregg, Doobae

Manipulator arms Benthic, Mebo, Williamson & Associates, Inc, Gregg

In-situ test(CPT)
A.P. VandenBerg, Geomill, Fugro, McClelland, 

IFREMER, Benthic, Gregg

 해양 콘관입시험 시장 현황
 해저 지반의 물리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기도 하지만, 현장시험을 

수행하여 간접적으로 지반의 강도와 변형특성을 고찰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가장 

정밀한 현장시험방법으로 알려진 콘관입시험기(CPT; cone penetration test)은 다양한 

선상 탑재식 장비와 해저면 착저식 장비에 장착되어 활용되고 있음

❙그림 2-22❙ Offshore 
CPT(Geo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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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연도별 CPT 적용 수심
(CPT10 : Regional Report)

❙그림 2-24❙ 북유럽의 CPT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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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동유럽의 CPT활용도
(CPT10 : Regional Report)

❙그림 2-26❙ 미국의 CPT활용도
(CPT10 : Regional Report)

 PROD(Benthic, 호주) 활용실적
 대표적인 해저면 착저식 지반조사 장비인 PROD의 2000년부터 2013년의 활용실적을 

다음 표에서 인용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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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lient Region Geology Services Project Type

2013/14 
Sept - 

Jun
Anadarko

Golfinho
Mozambique

Silty clay and silty sand
Calcarenite/limestone 

rock
 PCPT

Site 
investigation

2013/14 
Mar-Jul

Anadarko
Prosperidade 
Mozambique

Silty clay and silty sand
Calcarenite/limestone 

rock

PCPT
BPT

SCPT 
Site 

investigation

2014  
Jan - 
Mar

Statoil
Tanzania Gas 

Project, 
Tanzania

Soft to hard silty clay
Dense Sand

Variably cemented 
Siliceous Calcarenite

Gravity coring
Box coring

PCPT
Piston sampling

Geohazard 
study

Pipeline 
&foundation 

design

2013
Nov

Eni/Neptune 
Geomatics

Numisia 
Australia

Carbonate silts
Weakly cemented 

calcarenite
CPT  Site 

investigation

2013
Oct -Nov

Woodside 
Energy Ltd

Greater Western 
Flank, Western 

Australia

Dense surficial carbonate 
sands, overlying variably 

cemented carbonate 
rock 

 Box Coring
Geotechnical 
Investigation

2013 
April

Neptune 
Geomatics

Timor Sea, 
Australia

Carbonite silts
Clays &rock  Site investigation

Site 
Investigation

2013 
Mar

Origin Energy 
Pty Ltd

Yolla, Australia
Carbonate silt

Clay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CPT
Piston sampling

Jack-up 
foundations

2012  
Jul-Dec

Neptune 
Minerals Inc

Solomon Islands Seabed massive sulphide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Rotary coring

Wash Boring Trial

Mineral 
prospecting

2012 
Aug- Oct

Chevron 
North Sea 

Limited
Rosebank, UK

Low OCR very soft to 
soft silty clay with 

presence of dropstones

Piston sampling
PCPT

 

2012 
Apr-July

Woodside 
Exploration 

Ltd

Browse Basin, 
Western 
Australia

Carbonate silt
Sand

Cemented calcarenite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Rotary coring

CPT
Cyclic BPT

Seismic probe

Pipeline 
route

DTU site

2011 
Sep-Dec

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 

(AIOC)

Baku, Azerbaijan Calcareous silty clay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Major field 
development

❙표 2-25❙ PROD 활용실적(2000~2013년), 출처 : Benthi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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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lient Region Geology Services Project Type

2011
Jul-Sep

BP 
Exploration 

(Shah Deniz) 
Ltd

Baku, Azerbaijan Calcareous silty clay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Cyclic BPT
Seismic CPT

Major field 
development

2011
Jan-Feb

Total E&P 
Norge AS

North Sea, 
Norway

Dense sand
Silty sand overlaying clay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Rotary coring

Fixed 
platform
Jack-up 

foundations
FSO anchor

2010
May-Dec

Woodside 
Exploration 

Ltd

Browse Basin, 
Western 
Australia

Carbonate silt
Sand

Cemented calcarenite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Cyclic BPT
Box coring

Major field 
development

2010
Aug-Sep

To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Patagonia, 
Argentina

Medium dense sand 
overlying tertiary 

sedimentary geology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Rotary coring

Fixed 
platform

2009 
Jan-Dec 
2010 

To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Angola

Deepwater 
development, 

Angola

Normally consolidated 
deepwater clay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Cyclic BPT
Vane shear
Box Coring

Major field 
development

2009
Jul-Aug

StatoilHydro
Deepwater 

development, 
Norwegian Sea

Normally consolidated 
deepwater clay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CPT
BPT

Major field 
development

2009
Feb

Anzon 
Australia Ltd

Basker Manta 
development, 
Bass Strait, 

Australia

Variably cemented 
calcareous sand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peline 
route
FPSO 
anchor

2009
Jan–Feb

Origin Energy 
Pty Ltd

Bass Ceas 
Project, Australia

Carbonate silts
Clays
Sand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Cyclic BPT

Jack-up 
foundations
Semi-subme
rsible drilling 

spread

2008
Dec-Dec 

2009

Origin Energy 
Pty Ltd

Yolla, Trefoil 
and Rockhopper 

fields

Carbonate silts
Clays
Sands

Geophysical data 
acquisition

Geophysical 
interpretation
Sub-bottom 

profiling
Seabed 

bathymetry
Sidescan sonar

Jack-up 
foundations
Semi-subme
rsible drilling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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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lient Region Geology Services Project Type

2008
Sep–Dec

Chevron 
Australia Pty 

Ltd

Carnarvon 
Basin, Australia

Carbonate silts
Clay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Cyclic BPT

Major field 
development

2008
Jul–Aug 

Esso Australia 
Pty Ltd

Bass Strait, 
Australia

Seabed

ROV services
Pipeline 

remediation
Cathodic 
protection

Pipeline 
inspection
Pipeline 

remediation

2008
Jun–Jul, 
Aug–Sep

 
Esso Australia 

Pty Ltd
Bass Strait 

Australia

Variably cemented 
calcareous sands

Sandy clay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Fixed 
platform 

development

2008
Mar-Apr

Eni Australia 
Ltd

Timor Sea, 
Australia

Firm to stiff clays
Siliceous sand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Geophysical 
interpretation

Laboratory testing 
and analysis

Jack-up 
foundations
Spudcan 

foundations
FPSO 

installation

2007
Mar-Apr

Coogee 
Resources 

Pty Ltd

Montara 
Development, 
Timor Sea, 

Australia

Uncemented to well 
cemented carbonate soil

Rock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Major field 
development

2006
Dec-Jan 

2007

Apache 
Energy Ltd

Van Gogh 
Development, 
West Australia

Carbonate sands
Silt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Major field 
development

2006 Jul
–Aug 

Woodside 
Exploration 

Ltd

Browse Basin, 
north western 

Australia
Coral reef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Cyclic BPT

Major field 
development

2006
Jul

AED Oil Ltd

Puffin Field 
FPSO &jack-up 

site 
investigation, 
Timor Sea, 
north west 
Australia

Uncemented to 
well-cemented carbonate 

soil
Rock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Geophysical 
interpretation

Laboratory testing 
and analysis

Jack-up 
foundations

FPSO 
installation

2005
Nov-Feb 

2006

OMV New 
Zealand Ltd

Maari Platform 
Site, Taranaki 
Basin, New 

Zealand

Clay
Silt

Siliceous sand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Fixed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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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lient Region Geology Services Project Type

2005
Sep–Nov

 

Korean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 
(KIGAM)

East Sea, South 
Korea

Turbidites
Sand
Mud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In-situ 
hydrocarbon 

analysis
Piston sampling

Scientific 
study

2005
Jan–Feb 

BHP Billiton 
Petroleum

Stybarrow and 
Pyrenees 
Exmouth 

Sub-Basin, 
Western 
Australia

Carbonate clays
Silts

Sand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Jumbo piston 
sampling

Major field 
development

Pipeline 
route

2004
Sep

Origin Energy 
Resources 

T/18P Joint 
Venture

Bass Ceas 
Project, Bass 
Strait Australia

Carbonate clays
Silts

Sand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Rotary coring

CPT
Cyclic BPT

Major field 
development

2003
March-M

ay 
Woodside 

Energy

Thylacine 
&Geographe 
Gas Field, 

Otway Basin, 
Victoria, 
Australia

Limestone
Calcarenite

Sand
Silt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Rotary coring

CPT

Fixed 
platform
Pipeline 
route

Subsea 
structures

2002
Jan–Feb 

Woodside 
Energy

North West 
Shelf, Western 

Australia

Carbonate silt
Sand

Calcarenite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Major field 
development

2001
Sep–Oct

 
Origin Energy

Bass Strait, 
Victoria, 
Australia

Carbonate clays
Silts

Sands
Weakly cemented 

calcarenite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CPT

Rotary coring

Fixed 
platform

2001
May-Jun

e 

Korean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 
(KIGAM)

East Sea, South 
Korea

Turbidites
Sand
Mud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Rotary coring

Scientific 
study

2000
Feb–Mar

 

University of 
Washington, 
Oregon State 

University

Puget Sound, 
USA

Boulder clay
Mud
Sand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Piston sampling
Rotary coring

Scientif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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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시장

 항만 및 해양플랜트 건설 시장 현황
 수중건설시장은 과거 석유시추 및 배관ㆍ케이블 시공 및 유지보수의 범위에서 더욱 

확대되어 현재는 해양에너지 확보, 자원탐사, 인공섬 및 해양 재해 방재시설 구축, 

환경오염 저감시설 건설 등의 수요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대체에너지 및 그린에너지 확보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조력발전, 조류

발전, 파력발전, 해상풍력발전 등 무공해 해양에너지 개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

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분야 시장 규모 참고

ROV 시장
ROV 제작 시장은 '09년 244 백만불 수준 

→ '14년 532 백만불로 증가 (성장율 118%)
Douglas-Westwood(2009)

해상풍력
국내 투자 규모 20조 2,000억원('30년까지)

세계 해상풍력 시장 연평균 성장률 48%

지식경제부(2011),

제주특별자치도(2012)

EWEA(2010)

조력/

조류/

파력발전

국내 시장 규모 약 9천 억원('23년)

세계 시장 규모 총 307조원('12~'23), 

연평균 성장률 12% 수준('10~'20)

산은경제연구소(2009)

Greenpeace(2010)

CCS 

국내 투자 총 2조 3천 억원 규모 ('10~'19)

세계 시장 규모는 1,358억불 예상 ('30)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

지식경제부(2010)

한국전력연구원(2007)

IEA(2010)

초장대 

해상교량

국내 시장 20조원 규모(2000년대), '11년 이후 투자계획 약 

48조원, 세계 시장 점유률 약 2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8)

해양플랜트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규모 1천 억불('20)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심해저) 198조원 ('23)

시장 성장률 약 8% 

Bain & Company(2011)

INTSOK(2010)

해저터널
검토 중인 사업은 10여개,  프로젝트별 20~100조원 규모 

세계 시장 5천 조원 규모 추정('3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10)

해저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세계 시장 연간 10억불 (1조원) 추정

Offshore pipelines & control 

lines   market update report 

2009/13

항만공사
국내 기업의 해외 항만공사 수주액 16.7억불(‘10)

연평균 성장률 28.8% (‘06~’10)

해외건설협회 연도별 통계

국토해양통계연보(연도별)

❙표 2-26❙ 국내·외 관련 건설시장 규모 요약

(출처 :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운영계획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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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심 20m 이상 해역에서의 해상건설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장비인 SEP바지선에 의해 수심 20m 이하에서만 탐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심에서는 외국의 시추선을 임차하여 사용함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반조사 비용  비  고

이어도 과학기지 

건설사업(1998)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위한 지반조사
10억원  - KAN407(Fugro임대, SHINOPEC)

거가대교 

건설(2007)

거제도와 가덕도를 잇는 

해저터널공사
40억원  - 외국회사 수행(Lankelma)

인천대교

 건설

영종도와 인천 송도를 잇는 

해상대교 건설
100억원

 - 국내회사 수행

 - 수심 20m 이상 해역 지반탐사 문

제점 노출

진도ㆍ제주 

케이블매설(2010)

진도와 제주도를 잇는 

해저케이블 매설 공사
50억원

 - 외국회사 수행

 - 케이블 포설시 문제 발생하여 지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재검토

서남해 2.5GW급 

해상풍력단지

기상탑 건설(2013)

서남해 해상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기상탑 건설
3억원(1공)

 - 국내회사 수행

 - 수심 30m 이상 해역 지반탐사 문

제점 노출로 KIOST 착저식 콘관

입시험기로 재실험 수행하여 검증

서남해 2.5GW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2014~15)

서남해 해상에 해상풍력 

실증단지(100MW급) 건설
30억원

 - 국내회사 수행

 - KIOST 착저식 콘관입시험기 예정

독도 과학기지 

건설사업(2015)

독도 과학기지 건설을 위한 

지반조사(예정)
11억원  - 시추조사(Fugro)

❙표 2-27❙ 해상 건설사업에서 지반조사 사례

 해저 지질 탐사 및 자원 개발을 위한 지반조사 시장 현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저 열수광상의 광량평가를 위하여 통가 EEZ 독점 탐

사광구에서 시추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에서는 동해 메탄하이드레이트 조사 사업에서 Benthic의 PROD를 활용한 

사례가 있음

 또한 바다모래의 자원화를 위한 조사에서도 SHINOPEC의 K407이 활용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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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반조사 비용  비  고

황해 제4기 지층 시추 

프로그램 (1995~1997)
지층 시추/KIGAM 9억원 DRILL SHIP(KAN 407 YL-6) 활용

황해 제4기 지층 및 
퇴적환경 연구 
(1998~2000)

지층 시추/KIGAM 8억원 DRILL SHIP(KAN 407 YL-6) 활용

부산 신항 해사 골재 

조사(1999)

부산 신항 건설을 위한 매립용 

해사 조달을 위한 부존량 조사
- 해사 시료 채취(Fugro)

황해 제4기 퇴적환경 

연구 (2001)
지층 시추/KIGAM 4억원 DRILL SHIP 활용

황해 외해역 후기 제4기 

퇴적환경 연구 (2001)
지층 시추/KIGAM 3억원 DRILL SHIP 활용

1차 가스하이

드레이트 탐사 (2007)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량 

탐사/KIGAM
40억원 DRILL SHIP 활용

2차 가스하이

드레이트 탐사 (2010)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량 

탐사/KIGAM
400억원 DRILL SHIP 활용

통가해저열수광상개발

사업(2014)

통가 EEZ내 해저열수광상의 

자원량/경제성 평가 
150억원 총 60공 (720m) 코어시료 획득

골재 조사

(2012~2013)
해사 골채 채취자원 조사 7~8억원 수심 80m, 5공 수행

통가해저열수광상개발

사업(2016)-예정

통가 해저열수광상 심도확인 

및 추정광량 평가
135억원  CPT 및 시료채취

❙표 2-28❙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지반조사 수행 사례

 해양 방위 사업에서 지반조사 시장 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반조사 비용  비  고

해양 방위사업

(2011)
백령, 진해 지역 지반조사 30억원 지중 0~30m 시료 채취

해양 방위사업

(2011)
부산, 제주 지역 지반조사 15억원 지중 0~30m 시료 채취

❙표 2-29❙ 해양 방위 사업에서 지반조사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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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해역(EEZ) 사업에서 지반조사 시장 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반조사 비용  비  고

관할해역 해양지질 

조사(2015)
황해 중부 해역

5억/1공

(총 물량 미정)
SHINOPEC K407 활용 예정

관할해역 해양지질 

조사(2015)
남해 중부 해역

5억/1공

(총 물량 미정)
SHINOPEC K407 활용 예정

❙표 2-30❙ EEZ사업에서 수행된 지반조사 사례

 연도별 실적 및 전망
 1995년부터 해저 지질시료채취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해외 장비인 시추선이나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PROD)가 활용됨

 2006년 이후 급격한 수요 증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장률을 감안하면 2020년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림 2-27❙ 연도별 해저 지반시추조사 실적 및 전망

 콘관입시험 시장 현황

 1997년 이후 콘관입시험의 국내 시장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30~5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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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해상 육상 합계

1996 0 3,875 3,875

1997 37,350 13,950 51,300

1998 23,850 20,925 44,775

1999 900 40,300 41,200

2000 21,950 78,750 100,700

2001 15,250 79,800 95,050

2002 26,700 72,000 98,700

2003 33,600 76,800 110,400

❙표 2-31❙ 콘관입시험의 국내 시장
(단위: 만원)

(자료 : 한국도로공사, 도화지질, 동아지질, 동아컨설턴트, 유구엔지니어링, 지오그룹 Eng)

 수중 로봇 운영 모선 활용 실적 및 전망
 수중 ROV는 해미래, 미내로의 모선활용 실적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개발

된 해양조사 및 수중건설 장비의 모선활용 실적이 있으며, 수중건설로봇사업단에서 

2017년 이후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2015년 이후 확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22년 60억 원 규모의 수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2-28❙ 연도별 수중로봇 모선 활용 실적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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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 분야

STX중공업

Cargo pump 시장에 진출, HPU(Hydraulic Power Unit) 제작

[HPU(Hydraulic Power Unit)]

NOV 코리아(구 호창기계공업)

조선해양 기자재와 크레인을 제작

NOV의 OEM형식으로 생산활동을 하였으나, 2010년 6월 NOV에 인수

KHAN

Drilling 분야의 시운전 및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

Active Heave Compensator 개발

 삼진해양

선체 블록과 의장품 제작 업체

Riser Tensioner 개발

대우조선해양
조선 해양 제품 전문 생산 업체

대양전기공업(주)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제작 경험, 자율운항 무인기뢰처리기(MDV) 

개발 등 ROV 제작

 (주)LIG 넥스원 군용 자율무인잠수정 제작

주)퍼스텍
해양 장비 제작

레드원테크놀로지

추진기 자체 설계 제작, 수중 로봇을 설계 및 시험 운영

 (주)동현씨스텍
해양 검사 장비 등 제작

(주)대원기전
전기, 전자 제어장비 및 방산용 케이블 설계, 제작

❙표 2-32❙ 국내 관련 기업 현황 및 주요 분야

 해저 드릴링 플랜트 관련 기업 현황
 대우, 삼성, 현대 등 국내 대형 조선사는 시추선 건조 경험은 있으나 시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기본 설계 기능은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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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 분야

(주)삼성탈레스
구축함, 수송함, 고속함, 잠수정 등 다양한 해양 시스템을 생산 및 개발

 (주)두배시스템
심해, 관로, 지반 등 극한 환경 진단 및 작업용 로봇 개발, 생산

수심 100m급 해저면 착저식 지반조사 시스템 개발

 소나테크 해양탐사장비 개발, 생산

FM전기유압 유압천공기, 고철압축기, 그라풀과 고정식크레인 전문업체

경원훼라이트
마그네트, 셰라믹, 전자 등을 취급, 대형 에너지 플랜트 분야 연구 진행

 동서기전
산업용 용접기, 플라즈마 절단기, 인버터 용접기, 용접자동화기 등을 

취급

 두산인프라코어 대형 덤프트럭 생산

 ㈜삼성테크윈

국내 정밀기기산업을 선도,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에서 지능형 

감시로봇시스템의 주관업체

 신동디지텍
선박용 통신전자 장비 제조, 선박용 항해기기 / 위성송수신 시스템, 

해양정보 상황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씨나비정보기술 해양레저, 선박, 모터 및 엑추에이터 등 부품업체

㈜BIT
금속가공, 압연, 후처리, 부식방지, 표면처리 등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제 및 기반기술 연구 개발

㈜동국 R&S
내화물, 세라믹, 철강등의 소재 생산 및 공급

㈜로봇밸리
제조용 지능로봇 기술 개발,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

 ㈜마린이노텍
해양 로봇(AUV, ROV), 탐사장비 연구개발, 교육, 컨설팅 및 제품 

판매

㈜솔엠시스텍
방산분야 전투용 장비 생산 및 공급, 수중 ROV 수입전문업체

㈜우경로봇 레이저 센서, 측정 및 검사장치 생산 및 연구개발

 ㈜KCEI 3차원 가상현실기술 기반 시뮬레이터, 가상현실장비 개발 및 판매

㈜풍산 방산총괄

군용탄약 및 스포츠탄 생산, 신관 및 유도무기용 센서, 가속도계 및 

각속도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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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 분야

컨벡스
모션 제어기 전문업체, 인공안구, 소형 로봇 등 연구 개발

턴온전자
선박용 레이더, GPS 판매

(주)한국선재

아연도금 철선, 스테인레스 강선, 와이어로프 등 각종 선재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 해저케이블용 아모링와이어 생산

LS전선(주)
전선제작 전문업체, umbilical에 대한 기술개발

(주)KT 서브마린

해저통신/전력케이블건설 및 유지보수, 석유/천연가스 및 해양심층수 

파이프라인 설치/매설, 특수케이블 설치/유지보수, 탐사, 해상구조물 

제작

 (주)유에스티21
해저지형조사, 해양자원탐사, 해양지질조사 및 수중매설물 탐사 등 해저 

지형·지질 전문 탐사 업체

 (주)한화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 ‘이심이100’ AUV 기술이전(2010), 상용화 

추진

 (주)아쿠아드론
첨단 해양조사 장비를 이용하여 해양측량 및 조사

(주)현대중공업
조선, 해양, 건설 등 중공업 분야의 전문업체

(주)삼성중공업
세계 최대 규모의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 해양플랫폼 인도

동아지질
터널굴착(쉴드)과 지반개량(DCM)을 전문적 수행

희송지오텍
지반조사 및 시험, 물리탐사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판매

STX 조선해양
 해양 구조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건설, 설비를 수행

한전 KPS

수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에 대한 정비, HVDC 해저 케이블 유지정비 기술 보유

(출처 :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운영계획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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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관련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해양에서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상에 국가 R&D인 심해저 광물ㆍ탐사ㆍ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도 부합함

 ※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ㆍ기술 개발사업은 2012∼2020년까지의 해양과학분야 국가 

R&D 사업 추진계획(4대 이슈 50대 과제에 R&D를 중심으로 3.6조원 투자, 2011.12

월 국과위 본회의 의결) 중 “해양경제영토 확대” 부분에 해당함

 해양에서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상에 국가 R&D인 심해저 광물ㆍ탐사ㆍ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도 부합함

 ※ (국정과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국

정과제상에 ‘심해저 탐사 및 기술 개발’ 포함, 국정과제로 정부의 중기 투자 방향에 

부합

-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국정과제 13)”의 주요 추진계획으로 

심해저 광구확보 추진을 위한 “유망 탐사‧개발광구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상용화 

기술개발”이 포함되어 있음(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2.)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따른 중기/‘15년도 

투자방향에도 부합

- 정부주도 해저광물 시추시스템 구축은 “국내 독자개발 능력 확보 및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의 중기 투자방향 및 “주요 대형사업의 본격 추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의 ‘15년도 투자방향에 부합함(미래창조과학부,『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

자방향 확정』, 2014. 4. 1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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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국정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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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허동향 분석

2.3.1 선상 탑재식 시추시스템 특허 분석

 기존 특허동향조사 보고서에서 선상 탑재식 시추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정리함

핵심기술군 기술범위

Derrick & hoisting system*,**

- Draw work
DDM 을이동시키기 위한 권양기
(크레인이나 기타 단순 해양구조물의 권양기는 제외)

Rotating system*

- DDM(Derrick drilling machine)

유정을 시추하기 위하여 구동 수단을 가지고 시추용 파이프를 회
전시킴 (유정 시추용이 아닌 다른 목적의 굴착을 위한 드릴링 머
신은 제외)

Mud flow system/current & dry bulk 
system*

- Mud pump

시추용 머드를 이송시킴
(유정으로부터 석유 또는 가스를 이송하거나, 시추시스템에서 머
드 이외의 유체를 이송하기 위한 펌프는 제외)

Active heaving compensator**
데릭 상부에 설치되어 공압 또는 유압을 활용한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상에서의 heaving 운동을 보상함

Rise & diverter system**

riser system : 유정과 표면 사이의 통신 제공 및 회수용 머드의 
통로를 제공하는 중공관 형태로, 부력재가 설치됨
diverter system : 시추관 상부에 위치하여 유정에서 회수되는 머
드 흐름을 전환시켜 주는 시스템으로서, 빠른 유속에서 배압을 최
소화하는 설계로 이루어지고, 유정이 닫히지 않도록 설계됨

❙표 2-33❙ 특허검색 핵심기술군 및 핵심어(시추선)

* 출처 : 해양구조물의 시추시스템 및 핵심기자재 특허동향 보고서(한국특허정보원, 다래특허법인, 2009) 
** 출처 : 해양구조물의 시추시스템 및 핵심기자재 특허동향 보고서(한국특허정보원, 유미특허법인, 2009)

 해양구조물 시추시스템 및 핵심기자재 분야의 국가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등

록특허가 전체의 79%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유럽 출원 특허가 

14%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일본 출원 특허 및 한국 출원 특허의 경우 각각 5% 및 2%에 불과하여, 서방 국가에 

비해 관련 분야에서의 특허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미국등록특허는 1990년대 중반 내지 후반에 상대적으로 등록 건수가 적었으나, 최근

까지도 관련 특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유럽의 경우에도 

미국에 비하여 저조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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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구조물 시추시스템 및 핵심기자재 분야에서 Riser System 및 Hoisting System과 

관련한 특허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

 세부 기술별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Riser System 및 Hoisting System에 관련된 특허의 

비율이 각각 31% 및 23%로서 상대적으로 특허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반면에, Derrick System 및 Active Heaving Compensator에 관련된 특허의 비율은 각각 

15% 및 10%로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 활동은 저조함

 기술 분류별 동향에서도 연도별 특허 출원/등록의 증감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최근까지도 관련 기술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30❙ 기술별 연도별 특허 동향(한국특허정보원, 유미특허법인, 2009)

 해양구조물 시추시스템 및 핵심기자재 분야의 각 국에서의 특허 활동은 미국 기업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짐

 각 국에서의 특허 출원/등록은 대부분 미국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표적으로 

Hydril, Hailliburton Energy 등의 특허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유럽 기업으로는 네덜란드의 Itrec, 노르웨이의 Maritime Hydraulics 등의 특허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

 Hydril 및 Halliburton은 Riser & Diverter System에 특허 출원/ 등록 건수가 집중되어 

있고, Derrick & Hoisting System의 경우에는 Itrec에 의한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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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Active Heaving Compensator의 경우에는 미국의 Control Flow에 의한 특허 출원

/등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Derrick System 및 Active Heaving Compensator 관련 핵심특허는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다수가 존재

 Derrick System의 경우 미국 및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출원인을 중심으로 Derrick 기술 

전반에 관한 핵심특허들이 다양하게 출원/등록되어 있음

 Active Heaving Compensator의 경우에도 미국 및 노르웨이의 출원인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에 관한 핵심특허들이 다수 출원/ 등록되어 있고, 존속 기간 만료로 소멸된 특허도 

다수 존재함

 국내 출원인에 의한 핵심특허는 물론,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관련 기술 분야에 의한 연구 개발을 통한 자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해양구조물의 시추시스템 및 핵심기자재 분야의 세부기술 중 기술수준 및 특허수준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술은 DDM(Derrick Drilling Machine) 기술로서 핵

심 특허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평가됨

 DDM 기술 분야의 기술수준평가는 기준수준(5.0)보다 높게 평가되었고, 특허수준평

가도 기준수준(6.8)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상대적으로 권

리중심형 기술인 것으로 평가됨

 Draw-works 및 Mud Pump 분야의 기술수준평가는 기준수준(5.0)과 비슷하거나 상회

하나, 특허수준평가는 기준수준(6.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특허권 확보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기술 분야인 것으로 평가됨

 DDM 기술의 경우 자체 기술력 확보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기술 분야인 것으로 판

단됨

 전 세계에 출원된 특허들 중 특허수준평가에서 높게 평가된 특허들은 상당수 

National-Oilwell Varco에 의해 출원된 특허들이었으며, 한국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출원된 특허들은 발견되지 않아 기술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은 기술 분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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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군

검색식 검색건수

분류별 검색
경쟁기업

검색

분류별
경쟁
기업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합계

해저 

ROV 

플랫폼

(AAA)

((submarine or (deep adj2 
sea) or seabed or 

underwater or subsea or 
submerg* or submers*) and 

(rov or (remote and 
operate)) and (platform or 

skid or machine or 
equipment or apparatus or 
track or thruster or sensor 

(PERRY adj 
SLINGSBY) or 

(Forum and Energy 
and Technologies) 

or (Bauer and 
Maschinen) or 
(BENTHIC adj 
GEOTECH) or 

("WILLIAMSON & 

67 610 173 229 1,079 792

❙표 2-35❙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

2.3.2 해저면 착저식 시추시스템 특허 분석

가 정량분석

 분석대상 기술 분류
 특허동향조사는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 

해저 ROV 플랫폼, 플랫폼 풋팅&레벨링 시스템, 샘플러/코어러 및 드릴비트,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 매니퓰레이터 암 기술에 대하여 실시함

 여기에서는  본 과제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업 특허 및 장비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기초정보로 활용되도록 함

핵심기술군 핵심어

해저 ROV 플랫폼(AAA) 해저에서 사용되는 ROV와 관계된 플랫폼, 스러스터, 트랙 등

플랫폼 풋팅&레벨링 시스템(AAB) 해저용 풋팅 및 레벨링 장치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피스톤 샘플러, 더블배럴 샘플러, 압력코어 샘플러, 락 코어러, 

코어 캣쳐, 해저용 드릴비트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AAD)

해저용 로드, 코어, 샘플러, 파이프 등을 저장, 공급, 회수하는 

시스템

매니퓰레이터 암(AAE)
해저에서 로드, 코어, 샘플러, 파이프 등을 파지하는 매니퓰레이터 

암

❙표 2-34❙ 특허검색 핵심기술군 및 핵심어(해저면 착저식 시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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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군

검색식 검색건수

분류별 검색
경쟁기업

검색

분류별
경쟁
기업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합계

or (combination and 
(system or technology)) or 
proofing or waterproof or 

watertight))

ASSOCIATES") or 
(Williamson and 

Deep and Ocean) 
or (Gregg and 

(marine or drilling)) 
or ((robotic adj 

drilling) or (seabed 
adj rig)) or (Coupler 
adj Developments) 

or (placer adj 
dome) or (Soil adj 

Machine)

플랫폼 

풋팅&

레벨링 

시스템

(AAB)

((submarine or (deep adj2 
sea) or seabed or 

underwater or subsea or 
submerg* or submers*) and 

(((level or leveling) adj2 
system) or foot* or leg or 

trigger or ((leveling or 
bottoming or landing) and 
(module or assembly or 

equipment or apparatus)))) 
AND IC=(B63B* or E02B* 

or E02D* or E21B*)

251 1,186 489 418 2,344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

(AAC)

((((piston or triple) adj2 
sampl*) or (((double adj2 
barrel) or (pressure adj2 

core)) adj2 sampl*) or (rock 
adj2 corer) or (core adj2 

catcher))) or ((submarine or 
(deep adj2 sea) or seabed 
or underwater or subsea 
or submerg* or submers*) 

and (drill adj2 bit))

38 367 128 123 656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

(AAD)

((submarine or (deep adj2 
sea) or seabed or 

underwater or subsea or 
submerg* or submers*) and 
(((rod or core or sample or 

pipe or barrel) and 
((racking adj2 unit) or 
storage or supply or 

recovery)) or ((sample or 
core) and sealing) or (((rod 
or core) adj2 barrel) and 
(position or moving or 
move or load)))) AND 

IC=(E21*)

65 442 104 199 810

매니퓰레

이터 

암(AAE)

((submarine or (deep adj2 
sea) or seabed or 

underwater or subsea or 
submerg* or submers*) and 
(rod or core or sample or 

pipe or barrel) and 
(manipulator or grab or 

arm))

64 358 246 136 804

총  계
485 2,963 1,140 1105 5,693 792

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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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Landscape 

 [TOTAL]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도별 전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특허출

원건수는 적은 편이나, 1993년부터 최근까지 전체적으로 꾸준히 특허출원이 증가하

였고, 2010년 이후에는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꾸준한 증가세는, 해양 자원탐사 및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상풍력, 교량, 해저터널 등 다양한 종류의 해양 구조물에 대

한 개발과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추측됨

 [KIPO] 전체적으로 특허출원건수가 적은 가운데, 1993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특허출원이 극히 미미한 수준을 보였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 큰 폭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하였음

 [USPTO] 본 기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가운데, 1993년부터 

최근까지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특허

출원이 감소했으나, 2011년 이후 특허출원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함

 [JPO] 1993년부터 최근까지 특허출원이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2000년대 

후반이후 감소세를 보임

 [EPO] 1993년부터 최근까지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본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예측됨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획연구 분야의 국가별/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국가 출원 규모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뒤를 이어 유럽, 일본, 한국이 각각 33%, 19%, 

11%의 출원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시장국의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내국인의 출원 비율이 

45%를 차지하여 내국인보다 외국인에 의한 특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일본

과 미국은 내국인의 출원 비율이 각각 56%, 52%를 차지하여 내국인에 의한 특허활

동이 약간 더 많았고, 유럽은 내국인의 출원 비율이 76%를 차지하여 내국인에 의한 

특허활동이 훨씬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요시장국의 외국인 출원은 독일이 주요 4개국에 가장 활발히 진출하였고, 

그 뒤를 이어 호주,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의 국적 출원인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낸 독일 등이 내국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

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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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55%의 외국인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독일, 영국, 호주 순으로 다수의 

외국인 출원이 이루어졌고, 미국의 경우 48%의 외국인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독일, 

노르웨이, 영국 순으로 다수의 외국인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경우, 44%의 외국인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독일, 호주, 미국 순으로 다수의 

외국인 출원이 이루어졌고, 유럽의 경우, 24%의 외국인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미국, 

호주 순으로 다수의 외국인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1❙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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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주요 출원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그림 2-33❙ 연도별 주요 출원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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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시장국의 연도별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내국인 및 외국인

의 특허활동이 모두 적은 수준이고, 일본은 90년대에는 내국인에 의한 특허활동은 

활발한데 반해, 2003년 이후에는 외국인에 의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분석 전 구간에 걸쳐 내국인에 의한 특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4개

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본 과제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미국은 내국인의 특허출원과 함께 외국인의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특히 2012년의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럽 국적의 출원인들이 내국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에 활발히 진출

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기술 성장단계 파악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획연구 분야의 전체 및 해당 국가의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출원 중 최근의 출원 동향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를 나타내어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한 기술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음. 구간은 1구간(1993년~1997년), 2구간

(1998년~2002년), 3구간(2003년~2007년), 4구간(2008년~2012년)으로 나누었음

 [TOTAL] 본 그래프는 전 세계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으로 1구간(1993

년~1997년)부터 4구간(2008년~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출원 건수와 출원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성장기의 단계를 보이는데, 이는 90년대 초반이후 해양 자원탐사 

및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상풍력, 교량, 해저터널 등 다양한 

종류의 해양 구조물에 대한 개발과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추측됨

 [KIPO]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한국특허의 기술위치는 1구간(1993년~1997년)부터 3구간

(2003년~2007년)까지는 출원 건수와 출원인의 수가 약간 증가하는 태동기의 단계를 

보이고, 4구간(2008년~2012년)에는 출원 건수와 출원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

작하여 성장기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USPTO]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미국특허의 기술위치는 1구간(1993년~1997년)부터 4구

간(2008년~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출원 건수와 출원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장기

의 단계를 보이고 있으나, 3구간(2003년~2007년)에서 4구간(2008년~2012년) 사이의 증

가세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기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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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O]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일본특허의 기술위치는 1구간(1993년~1997년)부터 4구

간(2008년~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출원 건수와 출원인의 수가 약간 증가하거나 감

소하며 태동기의 단계를 보임

 [EPO]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유럽특허의 기술위치는 1구간(1993년~1997년)부터 2구

간(1998년~2002년)까지 출원 건수와 출원인의 수가 약간 증가하는 태동기의 단계를 

보이고, 3구간을 거쳐 4구간(2008년~2012년)까지 출원 건수와 출원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장기의 단계를 보임

1구간

:1993년~1997년 2구간

:1998년~2002년 3구간

:2003년~2007년 4구간

:2008년~2012년

❙그림 2-34❙ 전체 기술성장 단계

❙그림 2-35❙ 국가별 기술성장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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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분야는 분석 기간인 93년부터 최근까지 

전체적으로 꾸준히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것은 90년대 이후 해양 

자원탐사 및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양 구조물에 대한 개발

과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추측됨

 주요출원인 TOP10에 유럽, 미국 및 호주 국적의 출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특히 독일의 BAUER MASCH GMBH가 활발한 특허활동을 했고, 최근 5년 노르웨이

의 ROBOTIC DRILLING SYSTEMS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샘플러, 코어

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 개발에 가장 주력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경쟁자 현황 및 IP로 본 출원국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분야의 주요출원인 TOP10을 추출한 결과, 독

일의 BAUER MASCH GMBH가 전체 다출원인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노

르웨이의 ROBOTIC DRILLING SYSTEMS, 호주의 BENTHIC GEOTECH PTY LTD, 

영국의 SOIL MACHINE DYNAMICS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TOP10중 미국, 유럽 및 호주 국적의 출원인이 9명으로 나타나 본 과제 기술 분야의 

기술 개발은 미국, 유럽 및 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미국, 유럽 및 호주 국적의 출원인은 대부분 자국 뿐 아니라 주요시장에 고루 

출원이 이루어졌고, 독일의 BAUER MASCH GMBH 등이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노르웨이의 ROBOTIC DRILLING SYSTEMS는 최근 5년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325%

로 나타나, 최근 본 과제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활발히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분석됨

 주요 출원인 TOP10의 주력 기술 분야는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그 뒤를 이어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AAD) 기술 

관련 연구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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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출원인
국적

주요IP
출원국(건수,%)� 3극

패밀리
(건)

특허
출원
���
(최근
5년)

주력기술분야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IP출원국
종합

BAUER 
MASCH 
GMBH

독일
11

(13.8%)

16

(20%)

12

(15%)

41

(51.3%)
유럽 9 -8%

샘플러,�����
드릴비트(AAC)

ROBOTIC 
DRILLING 
SYSTEMS

노르

웨이

0

(0%)

10

(47.6%)

0

(0%)

11

(52.4%)
유럽 - 325%

로드/��저장,�
���
회수시스템
(AAD)

BENTHIC 
GEOTECH 
PTY LTD

호주
2

(14.3%)

4

(28.6%)

4

(28.6%)

4

(28.6%)

유럽/ 

미국/ 

일본

4 -90%
샘플러,�����
드릴비트(AAC)

SOIL 
MACHINE 

DYNAMICS 
LTD

영국
2

(25%)

0

(0%)

1

(12.5%)

5

(62.5%)
유럽 2 -

��ROV�
플랫폼(AAA)

FORUM 
ENERGY 
TECHNOL
OGIES INC

미국
0

(0%)

4

(50%)

2

(25%)

2

(25%)
미국 1 200%

로드/��저장,�
���
회수시스템
(AAD)

HALLIBURT
ON 

ENERGY 
SERVICES 

INC

미국
0

(0%)

5

(71.4%)

0

(0%)

2

(28.6%)
미국 - 50%

샘플러,�����
드릴비트(AAC)

WILLIAMSON 
& 

ASSOCIAT
ES INC

미국
0

(0%)

2

(50%)

1

(25%)

1

(25%)
미국 1 200%

로드/��저장,�
���
회수시스템
(AAD)

NAUTILUS 
MINERALS 
PACIFIC 
PTY LTD

호주
0

(0%)

0

(0%)

2

(50%)

2

(50%)

유럽/

일본
2 -

��ROV�
플랫폼(AAA)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한국
3

(75%)

1

(25%)

0

(0%)

0

(0%)
한국 - 200%

샘플러,�����
드릴비트(AAC)

FMC 
TECHNOL

OGIES
미국

0

(0%)

3

(75%)

0

(0%)

1

(25%)
미국 - -

������
암(AAE)

❙표 2-36❙ 경쟁자 Landscape

* 해당 출원인의 출원 수 중 주요 출원국가의 출원비중 중 10% 이상인 국가(대분류 대상 상위 10개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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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술별 출원증가율 및 점유율 분석
 세부기술별 추세선을 통한 출원증가율을 살펴보면,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

시스템 구축 분야는 전체적으로 분석초기 구간인 1993년부터 최근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저 ROV 플랫폼(AAA) 기술은 출원건수는 적은 수

준이나, 90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특허출원이 이루어짐

 플랫폼 풋팅&레벨링 시스템(AAB) 기술은 90년대부터 2005년까지 출원건수가 극히 

미미하다가, 2000년대 후반 이후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함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은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서, 90년대

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 감소세를 

보였고, 2010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함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AAD) 기술은 90년대부터 2005년까지 출원건수가 

극히 미미하고, 2005년 이후 출원건수가 증가함

 매니퓰레이터 암(AAE) 기술은 전체 분석 구간에서 출원건수가 적은 수준이나, 꾸준히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 시스템 

구축 기획 

연구(A)

해저면 착저식 

지질시료 채취 

시스템(AA)

   

❙표 2-37❙ 세부기술별 추세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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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소분류별 전체 출원추이 및 기술점유율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은 가장 활발한 특허활동이 이루어진 분야로

서, 47%의 점유율을 나타냄

 해저 ROV 플랫폼(AAA) 기술, 플랫폼 풋팅&레벨링(AAB) 기술, 로드/저장, 공급 및 

회수(AAD) 기술, 매니퓰레이터 암(AAE) 기술은 출원건수가 적은 수준이며, 대체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관련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1구간(‘93~’97) 2구간(‘98~’02)

3구간(‘03~’07) 4구간(‘08~’12)

❙그림 2-37❙ 소분류의 구간별 기술점유율 변화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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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소분류의 구간별 기술점유율 변화 추이-2

 소분류의 구간별 기술점유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구간(1993~1997년)에는 해저 

ROV 플랫폼(AAA) 기술의 점유율이 4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특허출원 비중을 보

이고, 그 뒤를 이어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이 33%의 비중을 보임

 2구간(1998~2002년)에는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의 점유율이 53%로 

증가하며 가장 높은 특허출원 비중을 보이고, 해저 ROV 플랫폼(AAA) 기술은 25%

로 감소함

 3구간(2003~2007년)에는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의 점유율이 65%로 

증가하였고,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AAD) 기술이 11% 증가함

 4구간(2008~2012년)에는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의 점유율이 32%로 

감소하고, 플랫폼 풋팅&레벨링 시스템(AAB) 기술의 점유율이 21%로 증가하였으며,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시스템(AAD)이 17%로 증가하였음

 세부기술별 IP출원국 분석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된 출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부기술의 집중도 및 공백영역 

등을 버블그래프로 나타내어 해당 시장의 관심도를 나타낸 것임

 세부기술별 IP 출원국을 살펴보면, 한국은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이 

10건, 플랫폼 풋팅&레벨링 시스템(AAB) 기술이 9건, 해저 ROV 플랫폼 기술(AAA) 

기술이 7건의 순으로 다수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타 주요4개국에 

비해 건수가 적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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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이 43건, 매니퓰레이터 암(AAE) 기술

이 18건,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AAD) 기술이 15건의 순으로 다수 출

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이 25건, 해저 ROV 플랫폼 기술이 

16건,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AAD) 기술이 6건의 순으로 다수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이 47건, 매니퓰레이터 암(AAE) 기술

이 12건, 해저 ROV 플랫폼(AAA) 기술이 11건의 순으로 다수 출원이 이루어짐

*원의 크기: 출원 건수를 나타냄

❙그림 2-39❙ 세부기술별 IP 출원국

 세부기술별 주요출원인 동향분석
 다출원인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동향에서는 해당기술분야의 특허 다출원인을 중심

으로 시장의 주요 player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이

고, 다출원인 혹은 주요출원인의 특허출원 동향을 파악하면 현재 기술이 흘러가는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전체 기술동향을 보는 것보다 다출원인의 특허동향

이 선도하는 세부기술이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주도할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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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독일의 BAUER MASCH GMBH는 샘

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이 59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

를 이어 플랫폼 풋팅&레벨링 시스템(AAB)순으로 다수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나고, 그 외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미미하여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

(AAC) 기술 및 플랫폼 풋팅&레벨링 시스템(AAB)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노르웨이의 ROBOTIC DRILLING SYSTEMS는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

(AAD) 기술이 10건, 매니퓰레이터 암(AAE) 기술이 7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져, 두 

가지 기술(AAD, AAE)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영국의 SOIL MACHINE DYNAMICS는 해저 ROV 플랫폼(AAA) 기술이 7건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져 해저 ROV 플랫폼(AAA)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함

❙그림 2-40❙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출원 동향

 

 IP시장별 주요출원인 동향 분석
 IP시장별 주요출원인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출원 1위인 독일의 BAUER MASCH 

GMBH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나, 주요 4개국에도 고루 출원하여 본 

과제 기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였음

 다출원 2위인 ROBOTIC DRILLING SYSTEMS는 유럽과 미국에만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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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출원 3위인 BENTHIC GEOTECH PTY LTD는 주요 4개국에 고루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림 2-41❙ IP시장별 주요출원인의 동향

 부상기술 분석
 세부기술별 전체 출원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과제 기술 분야가 최근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해저 ROV 플랫폼(AAA) 기술은 출원건수는 적은 수준이나, 90년부터 최근까지 꾸준

히 특허출원이 이루어짐

 플랫폼 풋팅&레벨링 시스템(AAB) 기술은 2005년까지 출원건수가 극히 미미하다가, 

2000년대 후반 이후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함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AAC) 기술은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서, 90년대

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 감소세를 

보였고, 2010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함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AAD) 기술은 90년대부터 2005년까지 출원건수

가 극히 미미하고, 2005년 이후 출원건수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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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퓰레이터 암(AAE) 기술은 전체 분석 구간에서 출원건수가 적은 수준이나, 꾸준히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한국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세부기술분야의 특허출원 

건수가 미미한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특허출원 건수가 서서히 증가세를 

보여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미국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

(AAC) 기술이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로드/코어 저장, 

공급 및 회수 시스템(AAD) 기술도 2000년대 후반 큰 폭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

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일본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

(AAC) 기술은 2000년대 초중반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였고, 그 외 전체 분석 구간에 

걸쳐 큰 변동이 없음

 유럽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샘플러, 코어러 및 드릴비트

(AAC) 기술은 2000년대 초중반 큰 폭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였고, 플랫폼 풋

팅&레벨링 시스템(AAB) 기술은 2011년에 큰 폭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사료됨

❙그림 2-42❙ 세부기술별 전체 출원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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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한국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

❙그림 2-44❙ 미국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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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일본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

❙그림 2-46❙ 유럽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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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 분류 업체명 특허번호 관련 장비명 패밀리 특허

공급/회수 시스템

FORUM ENERGY 
SERVICES

JP2011516767
(취하간주)

Rovdrill-3 EP228102(심사중)

WILLIAMSON&ASSO
CIATES

JP4654324
(등록유지)

BMS series
US7380614(등록유지), 

EP2156010(심사중)

FORUM ENERGY 
SERVICES

US20090178847
(거절)

레벨링 시스템

FORUM ENERGY 
SERVICES 

JP2011516767
(취하간주)

Rovdrill-3 EP2281102(심사중)

BENTHIC GEOTECH 
PTY 

JP4078030
(등록유지) 

PROD series
US6394192(등록유지), 
EP1005603(등록유지)

WILLIAMSON & 
ASSOCIATES

JP4654324
(등록유지) 

BMS series
US7380614(등록유지), 

EP2156010(심사중)

BAUER MASCH 
GMBH 

KR1415752
(등록유지) 

BSD 3000
US8911180(등록유지),

EP2562347(심사중) 

BAUER MASCH 
GMBH 

US8668028
(등록유지) 

KR1484303(등록유지), 
EP2322724(등록유지) 

WILLIAMSON & 
ASSOCIATES 

US7681662
(등록유지) 

MARL 
TECHNOLOGIES 

INC 

US20130206476
(심사중) 

SUBSEA DRILL 

샘플링 방법

BENTHIC GEOTECH 
PTY 

JP4078030
(등록유지) 

PROD series
US6394192(등록유지), 
EP1005603(등록유지) 

WILLIAMSON & 
ASSOCIATES 

US7681662
(등록유지) 

MARL 
TECHNOLOGIES 

INC 

US20130206476
(심사중) 

SUBSEA DRILL 

암의 구조

ROBOTIC DRILLING 
SYSTEMS AS 

EP2744969
(심사중) 

FORUM ENERGY 
SERVICES 

JP2011510188
(취하간주) 

US20090178848(거절) 

FORUM ENERGY 
SERVICES 

JP2011516767
(취하간주) 

Rovdrill-3 EP2281102(심사중) 

FORUM ENERGY 
SERVICES 

US20080109108
(심사중) 

ROBOTIC DRILLING 
SYSTEMS AS 

EP2467560
(심사중)

Deckrobot-1500
US8419097
(등록유지)  

암의 배치 구조
BENTHIC GEOTECH 

PTY 
JP4078030
(등록유지) 

PROD series
US6394192(등록유지), 
EP1005603(등록유지) 

다 선도 기업 포트폴리오 분석

❙표 2-38❙ 기술별 선도 기업 특허 및 장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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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 분류 업체명 특허번호 관련 장비명 패밀리 특허

ROBOTIC DRILLING 

SYSTEMS AS 

US20080271922

(거절) 
Drilling Rig

ROBOTIC DRILLING 

SYSTEMS AS 

US20140054089

(심사중) 
ROBOTIC DRILLING 

SYSTEMS AS 

EP2702226

(심사중)

US20140064883

(심사중) 

MARL 

TECHNOLOGIES 

INC 

US20130206476

(심사중) 
SUBSEA DRILL 

저장실 구조

FORUM ENERGY 

SERVICES 

JP2011510188

(취하간주) 
US20090178848(거절) 

FORUM ENERGY 

SERVICES 

JP2011516767

(취하간주) 
Rovdrill-3 EP2281102(심사중) 

BENTHIC GEOTECH 

PTY 

JP4078030

(등록유지) 
PROD series

US6394192(등록유지), 

EP1005603(등록유지) 

ROBOTIC DRILLING 

SYSTEMS AS 

US8490718

(등록유지) 

MARL 

TECHNOLOGIES 

INC 

US20130206476

(심사중) 
SUBSEA DRILL 

기초 요소 생성 방법

BAUER MASCH 

GMBH 

KR1484100

(등록유지) 
BSD 3000

JP2012246751, 

US20120298419

EP2527539

(3건 모두 등록유지) 

BAUER MASCH 

GMBH 

US8668028

(등록유지) 

KR1484303(등록유지), 

EP2322724(등록유지) 
BAUER MASCH 

GMBH 

KR2014095437

(심사중) 
BC 40 EP2759641(심사중) 

시추공 형성장치 및 
방법

BAUER MASCH 

GMBH 

KR1419513

(등록유지) 
BSD 3000

US720603(등록유지), 

EP2562348(심사중) 

BAUER MASCH 

GMBH 

KR1419514

(등록유지) 
BSD 3000

US20130048377

(등록유지), 

EP2562346(심사중) 

BAUER MASCH 

GMBH

KR1412039

(등록유지) 
BSD 3000

US8757289(등록유지), 

EP2562310(심사중) 

제어 시스템

BAUER MASCH 

GMBH 

EP866210

(소멸)  
KR546497(소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EP2147182(심사중) Drilling Rig

US20100147526

(거절)  

ROBOTIC DRILLING 

SYSTEMS AS 

US7644768

(등록유지) 

탐지 프로브
GREGG DRILLING & 

TESTING INC 

US7810381

(등록유지) 
EP2286278(취하) 

시추 유체
GREGG DRILLING & 

TESTING INC

US8912131

(등록유지) 
EP2768923(심사중)



Ⅱ. 환경 및 역량 분석

91

 ROBOTIC DRILLING SYSTEMS AS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그림 2-47❙ Robotic drilling systems AS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Robotic drilling systems AS는 파이프를 파지하는 매니퓰레이터 암의 구조 및 암의 

배치구조, 저장실 구조에 대한 특허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매니퓰레이터 암을 이

용해 파이프, 로드, 코어 등을 파지하여 공급 및 회수하는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출원된 매니퓰레이터 암 관련 특허들은 현재 권리상태가 심사 중이므로, 향후 

심사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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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분석

❙그림 2-48❙ Robotic drilling systems AS의 Deckrobot-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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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Robotic drilling systems AS의 Drilling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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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SON & ASSOCIATES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그림 2-50❙ WILLIAMSON & ASSOCIATES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JP4654324는 드릴 로드 및 코어 배럴의 공급/회수 시스템 기술이 핵심이며, BMS

장비 관련 기술을 포함하고, US7681662는 광석 샘플링 방법 기술이 핵심임

- 2건의 특허가 모두 등록유지 상태이므로, 침해우려가 없도록 회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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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분석

❙그림 2-51❙ WILLIAMSON & ASSOCIATES의 BM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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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THIC GEOTECH PTY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그림 2-52❙ BENTHIC GEOTECH PTY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BENTHIC GEOTECH PTY의 특허 JP4078030(패밀리특허US6394192, EP1005603)은 

PROD장비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코어 배럴로 지층의 샘플을 채취하는 샘

플링 공정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그 외에 드릴 로드 및 코어 배럴이 수납되는 저장

실 구조, 본체의 수평을 조절하는 레벨링 시스템, 드릴 툴을 클램프 하는 암의 배치 

구조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등록유지 상태이므로, 침해우려가 없도록 회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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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분석

❙그림 2-53❙ BENTHIC GEOTECH PTY의 PROD series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획연구보고서

98

  FORUM ENERGY SERVICES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그림 2-54❙ FORUM ENERGY SERVICES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FORUM ENERGY SERVICES의 특허 JP2011516767은 Rovdrill-3 장비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코어 배럴, 드릴 로드 및 비트 등의 공급/회수 시스템을 핵심내용

으로 하며 저장실 구조, 암의 구조, 레벨링 시스템 기술 등을 포함하고, 특허 

JP2011510188은 ROV를 통해 작동되는 해저 드릴링 시스템의 저장실 구조 및 암의 

구조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음

- US20080109108은 현재 심사중이므로, 향후 심사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 외 

3건의 특허는 취하 또는 거절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실시 가능함



Ⅱ. 환경 및 역량 분석

99

 장비 분석

❙그림 2-55❙ FORUM ENERGY SERVICES의 Rovdril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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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GG DRILLING & TESTING INC  /  MARL TECHNOLOGIES INC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GREGG DRILLING & TESTING INC)

❙그림 2-56❙ GREGG DRILLING & TESTING INC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GREGG DRILLING & TESTING INC의 특허 US8912131은 해저 시추 장비의 시추 

유체에 대한 기술이며, 특허 US7810381은 축하중을 측정하는 탐지 프로브 기술로

서, 상기 2건의 특허는 본 과제 기술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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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MARL TECHNOLOGIES INC)

❙그림 2-57❙ MARL TECHNOLOGIES INC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MARL TECHNOLOGIES INC의 특허 US20130206476은 Subsea drill 장비 관련 기술

을 포함하는 원격 조종 해저 드릴링 시스템으로서, 저장실 구조, 암의 배치 구조, 

레벨링 시스템, 샘플링 방법 등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심사중이므로, 향후 심사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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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분석

  - Subsea drill 장비는, GREGG DRILLING & TESTING INC와, MARL TECHNOLOGIES 

INC(드릴 플랫폼)와, SCHILLING ROBOTICS(로봇암)의 합작으로 제작됨

❙그림 2-58❙ GREGG DRILLING 및 MARL TECHNOLOGIES의 Subsea d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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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UER MASCHINEN GMBH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그림 2-59❙ BAUER MASCHINEN GMBH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BAUER MASCHINEN GMBH는 시추공 형성장치 및 방법과, 기초요소 생성장치 및 

방법 기술에 대한 특허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출원 건수는 많으나 

본 과제 기술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특허 KR1415752는 시추 작업 플랫폼의 서포팅 풋 레벨링 시스템에 대한 기술로서, 

현재 등록유지 상태이므로, 침해우려가 없도록 회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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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분석 

❙그림 2-60❙ BAUER MASCHINEN GMBH의 BSD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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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 BAUER MASCHINEN GMBH의 B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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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BAUER MASCHINEN GMBH의 MeBo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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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원인 포트폴리오 분석 인용-피인용 주요 핵심특허 향후 R&D 방향

ROBOTIC 

DRILLING 

SYSTEMS AS

▷매니퓰레이터 암을 이용

해 파이프, 로드, 코어 

등을 파지하여 공급 및 

회수하는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사료됨

▷PERRY SLINGSBY 

SYSTEMS社(현

FORUM社)의 

US20090178848은 

①KR1484100

(기초 요소 

도입하는 수중 

드릴링장치)

ROBOTIC DRILLING 

SYSTEMS社의 

매니퓰레이터 암의 구조, 

암의 배치 구조 기술 

❙표 2-39❙ 심층분석 종합 정리

 향후 R&D방향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술과 관련해서, 주요 기업 출원인별로 

역량을 집중한 기술 분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업별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파악된 본 과제 관련 주력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기업별 포트폴리오 분석을 참고한, 해저면 착저식 지질시료 채취 시스템의 연구개발이 

필요함

❙그림 2-63❙ 향후 R&D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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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원인 포트폴리오 분석 인용-피인용 주요 핵심특허 향후 R&D 방향

▷최근 출원된 매니퓰레이
터 암 관련 특허들의 심
사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MARL TECH社의 
WO2012000077(ROV로 

원격 작동하는 해저 
드릴링 시스템)에 의해 

피인용됨

▷BAUER社의 
US8911180은 자사특허 

5건을 포함해 다수의 
특허를 인용하고 있음

▷BAUER社의 
KR1484100이 인용하는 
4건의 특허 중 3건은 

이미 출원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음

▷MARL 
TECHNOLOGIES社의  
US20130206476은 

선행조사 인용특허로, 
BAUER社의 특허3건과, 
PERRY社의 특허 2건 

등 다수의 특허를 
포함하고 있음

▷SEABED RIG社(현 
ROBOTIC 

DRILLING社)의 
US8490718은 

시추장비에 사용되는 
휴대용 파이프 

저장장치에 관련된 
기술로서, 다수의 특허를 
인용하고 있고, 인용특허 

중 출원된 지 20년이 
경과된 특허는 저장실 

구조 기술 개발 시 
자유롭게 참고 가능함

②US8911180
(수중 작업 
어셈블리 

앵커링 방법, 
수평 조정)

③US2014005
4089

(드릴링 장치의 
보조암)

④US2013020
6476

(원격 동작하는 
해저 드릴링 

시스템, 플랫폼 
포함)

⑤US8490718
(시추장비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파이프 

저장 장치)

⑥US2009017
8848

(ROV로 원격 
동작하는 해저 
드릴링 시스템)

참고한 기술개발
(특허US20140054089, 
EP3467560, 관련 장비 

Deckrobot - 1500)

WILLIAMSON & 
ASSOCIATES

▷BMS장비 관련된 기술인 
JP4654324는 드릴 로
드 및 코어 배럴의 공급/
회수 시스템 기술을 핵
심을 함

▷US7681662는 광석 샘플
링 방법 기술이 핵심임

WILLIAMSON&ASSOCI
ATES社의 코어 공급 및 

회수 시스템 참고한 
기술개발

(특허JP4654324, 관련 
장비 BMS Series)

BENTHIC 
GEOTECH PTY

▷PROD장비 관련 기술인 
JP4078030은 코어 배
럴로 지층의 샘플을 채
취하는 샘플링 공정을 
핵심으로 하며, 그 외 코
어 배럴이 수납되는 저
장실 구조, 레벨링 시스
템, 암의 배치 구조기술 
등 포함

BENTHIC 
GEOTECH社의 샘플링 
공정, 저장실 및 암의 

배치 기술 참고한 
기술개발

(특허JP4078030, 관련 
장비 PROD)

FORUM ENERGY 
SERVICES

▷JP2011516767은
ROVDRILL-3 장비 관련 
기술로서, 코어 배럴, 드
릴 로드 등의 공급/회수 
시스템 핵심이며,
JP2011510188은 ROV
를 통해 작동되는 해저 
드릴링 시스템의 저장실 
구조 등 포함

FORUM ENERGY 
SERVICES社의 코어, 

드릴 로드 공급 및 회수 
시스템 참고한 기술개발

(특허JP2011516767, 
JP2011510188(US2009

0178848), 관련 장비 
ROVDRILL-3)

GREGG 
DRILLING&TESTING

/MARL 
TECHNOLOGIES

▷US20130206476은 
Subsea drill 장비 관련 
기술로서, 원격 조종 
해저 드릴링 시스템에 
대한 것이며 저장실 구
조, 암의 배치 구조, 레
벨링 시스템,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함

MARL 
TECHNOLOGIES社의 

원격 조종 해저 드릴링 
플랫폼 참고한 기술개발
(특허US20130206476, 

관련 장비 GREGG 
DRILLING社의 Subsea 

drill)

BAUER 
MASCHINEN 

GMBH

▷시추공 형성장치 및 방
법, 기초요소 생성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KR1415752는 시추 작
업 플랫폼의 서포팅 풋 
레벨링 시스템에 대한 
기술로서 현재 등록유지 
상태임

BAUER 
MASCHINEN社의 시추 

플랫폼 서포팅 풋 
레벨링 시스템 참고한 

기술개발
(특허KR1415752 

(EP2562347), 관련 장비 
BSD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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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결론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분야는 전체적으로 특허출원

건수는 적은 편이나, 최근까지 꾸준히 특허출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더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미국, 유럽 및 호주 국적의 출원인이 본 과제 기술 분

야의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기업별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기업별로 본 과제 관련된 주력 개발 기술을 파악할 

수 있었음

 관심 기술 분야인 해저면 착저식 지질 시료 채취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ROBOTIC 

DRILLING SYSTEMS AS의 암의 구조, 배치 기술(특허US20140054089, EP3467560 

등, 장비Deckrobot-1500)을 참고하고, WILLIAMSON&ASSOCIATE의 코어 공급 및 

회수시스템 기술(특허JP4654324(US7380614), 장비BMS series)을 참고하고, BENTHIC 

GEOTECH PTY의 샘플링 공정, 저장실 및 암의 배치 구조(특허JP4078030, 장비

PROD)를 참고하고, FORUM ENERGY SERVICES의 코어, 드릴 로드 공급 및 회수 

시스템 기술(특허JP2011516767, JP2011510188(US20090178848), 장비Rovdrill-3)을 참

고하고, GREGG DRILLING 및 MARL TECHNOLOGIES INC의 원격 조종 해저 드릴

링 플랫폼 기술(특허US20130206476, 장비Subsea drill)을 참고하고, BAUER 

MASCHINEN GMBH의 시추 플랫폼 서포팅 풋 레벨링 시스템 기술(특허

KR1415752(EP2562347), 장비BSD3000)을 참고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함

 기술 분야별로 제시된 특허들을 참고로, 해저면 착저식 지질 시료 채취 시스템에 대

한 연구에 매진하여 관련 지재권을 확보하고, 특허 회피가 어려울 경우 라이센싱 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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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내 기술수준 및 역량분석

2.4.1 R3I 분석

 R3I 조사 방법
 우리나라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분야의 수준 및 역량을 진단하고 핵심현안을 

파악하여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국내 기술수

준 및 역량 분석을 실시함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연구개발의 수준 및 역량 분석은 자원수준(Resources), 운

용수준(Readiness), 성과수준(Realization) 및 혁신역량(Innovation) 항목으로 R3I모델을 

구성하고 각 세부요소별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각 설문항목의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기술수준인식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에 대해서 7점 척도의 객관식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함

❙그림 2-64❙ R3I 설문 모델 구성

 설문조사 대상은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기술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토목공학, 

지질공학, 해양공학, 해양정책 분야의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종사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총 4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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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응답자의 학위는 박사학위자가 약 73%, 석사학위자가 15%로 설문조사에서 충

분한 전문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응답자의 경력분포는 20년 이상의 경력자가 41%, 16년 이상의 경력자가 67% 참여

하여 관련 분야의 풍부한 현장 및 실무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그림 2-65❙ 설문응답자 산학연 분포

❙그림 2-66❙ 설문응답자 경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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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I 분석 결과
 자원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또는 약간 미흡한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세부 항목으로 보면 인력수준은 보통 수준(3.3~3.7점)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조직

체계(3.6점)는 약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 예산/법/제도(2.2~2.7점)와 인프라(3.0점)의 경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남

구분 질문내용 평균점수

인력

우리나라가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적

정 수준의 연구개발 인력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적인 측면)
3.7 / 7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들 간의 개인적 혹은 연

구 집단간 네트워크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적인 측면)
3.3 / 7

조직체계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여건에 적

합한 연구개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6 / 7

예산/법/

제도

우리나라는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수

준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2.2 / 7

우리나라는 국내⋅외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산업의 발

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체제 및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7 / 7

인프라
국내에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시설(정보시스템 포함)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3.0 / 7

❙표 2-40❙ 자원수준 설문결과

 운용수준은 3~4점 정도로 보통 정도 수준 또는 보통에서 약간 미흡한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세부 항목을 보면 인력의 전문역량이나 연구개발 조직운영/문화는 보통 수준

(3.4~3.7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예산/법/제도 운용(2.8점)과 인프라 활용(2.9~3.0점) 

부분이 보통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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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내용 평균점수

인력의 

전문역량

국내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등 전문성은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

습니까? 

3.7 / 7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연구집단/연구과제 간의 

네트워킹 등 협동/협력은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

까? 

3.4 / 7

예산/법/

제도 운용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

어지며, 법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2.8 / 7

인프라

활용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 장비의 공유 정도와 

활용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9 / 7

관련 연구지원 시설(정보화시스템 포함) 및 인프라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3.0 / 7

연구개발 

조직 

운영/문화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관연구책임자 - 세

부과제책임자 - 연구원 간에는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어십(Followership)이 

적절히 형성되어서 적절한 권한위임(Empowerment)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까?

3.9 / 7

❙표 2-41❙ 운용수준 설문결과

 성과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또는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세부 항목을 보면 미시적성과(3.1~3.5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거시

적 성과(5.5점)와 성과평가(5.4~5.5점)는 높은 수준으로 기대하였음

구분 질문내용 평균점수

미시적 성과

국내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의 해당분야 논문 

및 특허성과는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까? 

(질적인 측면) 

3.5 / 7

국내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의 해당분야 실용

화 및 사업화 실적 등은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입니까? 

3.1 / 7

거시적 성과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사업에서 연구된 핵심기술이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높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5.5 / 7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에서 도출된 핵심기술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녹색성장, 국격 제고 등의 국가 정책추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

다/높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5 / 7

성과평가

연구자 이외 외부인(여타 분야 연구자, 산업계, 관련기관 등)들이 신형 항만구

조물 개발사업의 성과 수준을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4 / 7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관련 당사자의 입장에서 신형 항만

구조물 개발사업의 성과 수준이 높다/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5 / 7

❙표 2-42❙ 성과수준 설문결과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획연구보고서

114

 혁신수준은 5.1~5.8점으로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음

- 세부 항목을 보면 미래방향 인식과 자긍심, 혁신의지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구분 질문내용 평균점수

미래방향 

인식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이 국가의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6T(IT/육상BT/NT(나노)/ET(환경) /ST(우주) 

/CT(문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6 / 7

자긍심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긍심(자발적 참여/노력 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5.2 / 7

혁신의지

향후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사업 연구과제가 새롭게 기획

되면, 여기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5.8 / 7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창의/혁신 의욕과 

노력의 정도는 국내의 여타분야(IT/육상BT/NT(나노)/ET(환경)/ST(우주)/CT(문

화)) 혹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합니까?

5.1 / 7

❙표 2-43❙ 혁신수준 설문결과 

 자원수준, 운용수준, 성과수준, 혁신수준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하여 전체 역량을 종

합적으로 분석함

- 자원수준과 운용수준은 각각 3.1점, 3.3점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

는 현재 국내에 해상최종처분장의 조성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성과수준은 4.8점, 혁신수준은 5.4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향후 R&D 투자로 인

해 예상되는 성과 및 혁신 수준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결과적으로 현재의 자원 및 운용수준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향후 발전가능

성이 크다고 기대되는 분야이므로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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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R3I 종합분석

 기술수준인식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분야의 기술수준은 설문조사 결과 선진국 대비 약 62% 

정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시추선(선상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장착) 선박 제작 기술은 선진국 대비 7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추선 데릭, 드릴리그 제작 기술은 67%로 선박 제

작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시추선 라이저, 머드써큘레이션 시스템 

제작 기술은 그에 비해 더욱 낮은 57% 수준으로 조사됨

- 수심 2,500m급 수중 ROV 제작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 드릴링 시스템 제작 기술은 56%, 해저면 착저식 시

료채취시스템 샘플러, 코어러 제작 기술은 57%로 모두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기술군은 63%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기술군도 66%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평

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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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은 6~10년으로 예상

한 응답자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26%는 11~15년 후로 예측하였음. 응답

자의 대부분인 70%가 향후 6~15년 사이에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함. 

향후 약 10년 전후로 세계 최고 기술수준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68❙ 기술수준인식

❙그림 2-69❙ 세계최고수준 도달시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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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SWOT 분석

 SWOT 요소 도출

외부환경요소

O1 메카트로닉스, IT, 수중로봇, 건설장비의 융합기술 필요성 증가

O2 육상산업의 증가 둔화로 인한 해양 자원, 공간 개발의 가속화

O3 해외 광구 확보를 통한 해양영토 확보 전략 치열

O4 해저 광산자원의 개발 시장의 활성화 전망

T1 글로별 경쟁으로 인한 해저로봇시장의 무한경쟁 및 기술장벽 높아짐

T2 중국과 동일시장 경쟁으로 인한 기술격차로 인한 시장 잠식 가속화

T3 글로벌기업의 등장으로 장비, 기술 통합으로 시장독점

T4 전세계 해저광물자원 정보지도 구축 경쟁 치열

내부역량(강점) 내부역량(약점)

S1 수중로봇 연구개발 경험과 연구인력 보유 W1 국내기술 상용화에 대한 신뢰도 낮음

S2 육상 및 천해 시료채취시스템 제작 기술 보유 W2 단기집중적인 예산의 소요

S3 개발시스템의 수요처 풍부 W3 국내 보유 연구선과 중복투자 우려

S4 해양 활동영역 확장이라는 정책방향과 부합 W4 활용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성 확보 우려

❙표 2-44❙ 환경요소 및 내부역량

 SWOT 분석표
 외부환경이 내부강점이나 약점을 강화 또는 보완할 경우 3점, 약화 또는 부각시킬 

경우 -3점을 부여하며 영향이 없을 경우 0점을 부여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함

외부

내부

장단기 이슈
합계

O1 O2 O3 O4 T1 T2 T3 T4

강점

S1 3 2 3 3 3 3 2 2 21 SO

S2 3 2 2 2 2 2 1 2 16

S3 3 3 2 2 2 2 -1 2 15 ST

S4 3 3 3 3 2 2 -1 1 16

약점

W1 1 0 0 2 -1 0 -3 0 -1 WT

W2 2 1 1 1 0 0 -2 -1 2 WO

W3 0 1 1 1 0 0 -2 0 1

W4 0 1 1 1 -1 -1 -1 -1 -1 WT

　 합 15 13 13 15 7 8 -7 5 69

O T

❙표 2-45❙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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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대응전략

구분 내용 대응전략

SO

국내 메카트로닉스, IT, 수중로봇, 

장비 융합기술 개발 경험과 인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가능

Ÿ 수중로봇 관련 연구개발 경험과 인력을 바탕으로 확보

된 연구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선진기술 수준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체기술력 확보과제로 추진

ST
글로벌 기업이 기술, 장비 통합으로 

인해 국내외 시장 독점할 수 있음

Ÿ 연구 성과가 기업의 EPC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협동으로 추진하고, 장비개발 및 운영기술, 비즈니

스 모델 개발에 대한 과제로 추진

WO

수중로봇 연구개발 경험과 인력이 

있지만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적이고 

단기적인 예산 투입이 어려움

Ÿ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어려우므로 단계별, 핵심기술별 

과제추진으로 코어기술 확보과제로 추진

WT

국내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경제성 확보 우려로 인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에 기술 잠식

Ÿ 개발 장비의 실용화와 트랙레코드 축적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다양한 현장실증과제로 추진

❙표 2-46❙ SWOT분석 결과 및 대응전략

❙그림 2-70❙ SWOT분석에 따른 연구개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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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과제 및 추진계획

3.1 비전 및 목표

비  전 해양 자원개발 시장 초기 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

              

목  표
1 2

해저 시료채취 시스템 확보 시료채취 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추진전략 

 ➊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심해용 : 수심 2,500m급) 개발

◈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시스템 개발

§ 성과목표 : 수심 2,500m급, 지반조사 심도 100m

 ➋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 해저 시추 지원선 건조

◈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천해용 : 수심 200m 이하) 구축

§ 성과목표 : 5,000톤급, DP2, 100톤급 LARS(A-frame), 데릭시스템 탑재

 ➌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영기술 확보

◈ 시스템 운영인력 양성

◈ 신뢰성 확보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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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목표 사양 도출

3.2.1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의 주요 임무

 자원개발 - 대한민국이 보유한 심해저 자원 개발 광구의 자원도, 지형도 작성, 

열수분출공 주변의 자원정보 확보

 산업 지원 - 심해 플랜트, 연근해 해양구조물, 해상풍력단지 등 해양구조물 설치

가 필요한 모든 지역의 지반물성 획득을 위한 현장 지반조사 수행

 해양과학기지 설계, 시공 -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가거초 해

양과학기지 등의 해양과학기지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지반 물성 

획득을 위한 현장 지반조사 수행

 해양 네트워크 구축 - 해저 케이블, 파이프라인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위한 

해저면 조사 활용

 해양영토 - EEZ를 포함하는 해양영토의 정보망 구축에서 해저지반의 특성 조사

에 활용 및 해사 채취 등과 같은 해양영토 실이용시 퇴적물 정보 확보

 해양장비 운영 지원 - 해저 채광로봇, 수중건설로봇, 등 대형 수중 ROV, AUV의 

운영지원

 지질자원 조사 - 메탄하이드레이트, CCS 사업 등에서 활용

- 해양과학조사, 자원개발, 해저구조물 설치 및 사고 대응, 해양과학기지 유지·관리, 해저

유물 발굴, 국가 재난 비상 대응 등의 임무수행 가능

- 기관 우리나라 영해 및 EEZ, 공해상에 확보한 광구, 타국 EEZ내 탐사권을 확보한 해역, 

기타 공해에서 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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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능 요구 분석(benchmark)

가 벤치마킹

 해저면 착저식 지질시료채취 시스템 - PRODTM(Benthic/호주) 

 중량 10톤(수중 8톤)

 수심 3,000m 활용

 조사 지반심도 130m

 - drill rod 100m, sampling barrel 100m, casing 60m

 Piston core(토사 시료 채취) : Φ75mm

 Rotary diamond core barrel(암석 시료채취) : Φ72mm (130HP)

 현장시험시스템 : CPT, ball penetrometer, vane, downhole seismic probe, etc

❙그림 3-1❙ PROD(Ben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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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HYSY708(COSL/중국)

❙그림 3-3❙ Omalius(www.g-tec.eu)

 해저 시추 지원선
◼ HYSY708(COSL/중국)

 7,500톤급(DP2)

 작업 수심 : 3,000m

 조사 지반심도 : 600m

 A-frame : 150톤

 Derric 장착

 ROV, AUV지원

◼ Omalius(G-tec/네덜란드)

 3,385톤급(DP2+)

 LARS : 20ft

 30Mt Derric

 문풀 : 5.15×4.75

 ROV, UXO지원

 10톤 Downhole CPT

 25톤 Seabed 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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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VOC 분석

항   목 규  모

해상환경
수심 DL-1,500m 

조류속 표층 23 cm/s / 해저층 5 cm/s*

해저면 특성
지형(topography) 요철/활용 경사 30도

표층 지질 암괴/퇴적물

운용 조건

계류방법 DP

파랑, 바람 등 sea state 5

시료채취 심도 GL-0~20m 

작업의 종류 암 코어 채취

❙표 3-1❙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 활용 요구조건

항   목 규  모

해상환경

수심 DL-8~35m

파랑 10년 빈도 파고 7.33m/주기 10.89초

바람 26.0m/s(순간최대 37.8m/s)

조류속 1.5m/s

해저면 특성

조차 7.2m

지형(topography) 평탄

표층 지질 모래 또는 해성점성토

운용 조건

계류방법 DP

시료채취 심도 GL-0~70m

작업의 종류 CPT, SPT, 토사시료채취, 암 코어 채취

❙표 3-2❙ 해상풍력단지(서남해/진도 등 국내조건) 활용 요구조건

항   목 규  모

해상환경
수심 DL-2,500m

조류속 3knot

해저면 특성
지형(topography) 평탄

표층 지질 모래 또는 해성점성토, 암반

장비 운용 조건

계류방법 DP

파랑, 바람 등 sea state 0~5

작업의 종류 CPT, WROV 운영 모선

운영 장비의 중량 최대 30톤(SWL)

❙표 3-3❙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활용 요구조건(2019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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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사양 도출

가 해저면 착저식 지질시료채취 시스템

 기본 사양
 수심 0~2,500m 운영

 조사 지반심도 : 100m

 Launch & recovery : sea state 6

 착저식 장비 수평유지 시스템

  - 표층강도 5kPa 이상 지반

  - 경사 30도 이내(통가열수광상 적용 최대조건 반영)

 시료채취 및 원위치 시험

항   목 규  모

Drilling
토사 토사용 드릴비트(텅스텐 등)

암반 암반용 드릴비트(다이아몬드, 텅스텐, 등)

Sampling

점성토 piston sampler(Φ75mm)

사질토 ×

풍화암 ×

연암/경암 rock corer(Φ72mm)

In-situ test
콘관입시험(CPT) 표준 콘 10cm2

Seismic CPT(optional) downhole seismic probe

❙표 3-4❙ 시료채취 및 원위치 시험

 운영시스템
 선상지원 시스템 : Winch, umbilical, power van, 등

 운영실 : 이동식 컨테이너, 3D visualization system,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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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저 시추 지원선

 기본 사양
 5,000톤급

 수심 30~2,500m 운영조건

 연근해 및 심해저 해양시추탐사를 위한 위치유지(dynamic position) DP2 확보

- DGPS를 이용한 자동위치제어시스템, 추진기 및 시추장비 등을 통합한 integrated 

control system 필요

 운항조건 Sea state 7

 A-frame 또는 LARS : 100톤(SWL), 10m(W)×10m(D)×10m(R)

 크레인 50톤급(SWL)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를 위한 Derrick 시스템(수심 30~200m 활용)

 문풀 : 8m(W)×8m(D)

 선형
 유체성능이 우수하고 일반배치가 컴팩트한 단동형 선형

 연근해 및 심해 탐사를 위한 충분한 내항성능(Sea-Keeping) 확보

항   목 기   준

운항조건

해상상태 7

침    로 최적침로

적하상태 기준만재배수량

내해성 

횡동요 8.0°(SSA)

종동요 3.0°(SSA)

슬래밍 20n/hr

갑판침수 30n/hr

수직가속도 0.4g

수평가속도 0.2g

❙표 3-5❙ 내항성능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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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복원성능 및 IMO 조종성능 확보

- 자동제어장치가 갖추어진 전용 anti rolling system 등의 횡동요 억제 장비가 필요하

며, 설계시 제복원력 만족 및 조종성능 및 내항성능 해석 필요

 ISO 진동 특성 만족

- 설계시 진동, 소음 등 해석 필요

 IMO 선내 소음 및 수중 방사 소음 만족

- 선원 이외에 비승선 요원들인 탐사요원들 및 탐사장비를 위하여 진동 및 소음대책이 

필요 

- 특히, 시추작업이나 탐사작업시 계속적인 DP 시스템의 운용이 필요하므로 통상 각 

deck마다(main deck부터 상위층 모두) floating floor system이라 하여 바닥에 특수 매

트 작업 필요

 추진 장치
 주 기관 및 추진기

- 형식 : 4 행정, 해상용 디젤엔진

- 대수 : ２대

- 디젤 전기모터 : 2기 2축 추진방식, 고정피치프로펠러

- 디젤기관과 동력전달장치로 감속기어 및 가변피치프로펠러

 항해 장비
 전자해도(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위성항법장치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자동 식별 장치(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항해자료 기록기(VDR: Voyage Data Recorder) 등

 Radar, echo sounder(수심측정), 위성통신시스템, 각종 통신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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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핵심개발 과제

3.3.1 핵심개발 과제 구성 및 추진 방안

가 핵심개발 과제 및 연구목표

 핵심개발 과제는 1단계에서 인프라 확보를 목적으로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

템 개발’과 ‘심해 지질시료 채취 지원선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2단계에서는 구축된 

장비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기술 확보 및 운영 인력 양성과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장비 활용 사업으로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

구분 핵심개발 과제 연구 목표

1단계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 2,500m급 해저면 착저식 지질시료 채취 시스템 

개발

§ 조사 지반심도 100m 조건

§ 표층강도 5kPa 이상 지반조건 및 경사 30도까

지 장비 운영

§ 현장조사시스템으로 CPT 장착

§ Piston sampler, rock corer 활용(BX size)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 5,000톤 대양급(수심 2,500m) 다목적 지원 선

박 건조

§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장착(문풀과 

derrick 및 drilling system 등)

§ 대형 ROV 지원을 위한 A-frame(또는 LARS) 시

스템 장착

2단계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 개발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 연구 수행

§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국가 R&D 사업과 

연계 연구 수행

§ 운용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과정 운영

§ 개발 시스템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

❙표 3-6❙ 단계별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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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방안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은 확보하는 방안은 해외 구매와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며, SWOT분석의 결과와 같이 해양 장비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충분한 기술력과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안)으로 선정함

 해외 구매 제품은 제작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

만, 국내 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점과 해외 기술 의존이 지속된다는 점

이 단점이며,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은 개발 시스템의 신뢰성과 track 

record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지만 2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운용기

술 개발 과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투입예산과 확보기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구분 해외 구매 연구 개발

대상 Mebo-1(독일 바우어) 신규 개발

규모 2,500m급 2,500m급

확보기간 2~3년 3년

비용(안)
구매 : 약 150억원

(윈치, 케이블 30억원 포함)
개발 : 210억원

(윈치, 케이블 30억원 포함)

장점

Ÿ 신뢰성 높음

Ÿ 해외기술 확보(유지관리, 보수 등) 일

부 가능

Ÿ 장비 조기 투입 가능

Ÿ 국내 기술력 향상

Ÿ 경제적인 재생산 가능

Ÿ 다양한 지반조사장비 추가 개발 및 적

용 가능

단점

Ÿ 구형 모델

Ÿ 국내기술력 축적 미흡

Ÿ 향후 추가 기능 확보에 고비용 소요

   (수심 증가, 업그레이드)

Ÿ 국내 기술에 대한 신뢰도 낮음(Track 

record 축적을 통한 신뢰도 확보 필요)

Ÿ 장비 상용화 시점 상대적으로 늦음

비고

Ÿ 세계적으로 해저면 착저식 시스템을 

판매한 사례는 없고, 발주처에서 설계

를 하고 턴키로 주문제작한 사례는 있

음(예 : PROD, 설계/발주-Benthic, 제

작-SMD)

Ÿ Mebo의 경우에도 아직 판매사례는 없

으나 구형 모델에 대해 판매를 검토하

는 단계임

Ÿ 국내 수심 100m급 착저식 시스템 개

발 및 상용화 사례 있음(KIOST)

추진(안) X ◯

❙표 3-7❙ 해저면 착저식 시스템 구축 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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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시추 지원선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을 탑재한 해저 시료채취 지원선박은 국내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건조할 수 있으며 신규 건조하는 방안과 중고 선박을 구매하여 개조하는 

방안을 비교하였는데, 신규 건조의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신뢰성이 높고 정부주도의 제작,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중고 선박을 구매하여 개조 활용하는 방안은 조기에 경제적으로 지원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선박에 대한 불확실성과 개조에 필요한 엄밀한 기술적인 보

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 추진과정에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검증된 

운영주체가 필요함

구분 신규 건조 중고 선박 구매 및 개조

규모

Ÿ 5천톤급

Ÿ LARS 100톤, 10m급

Ÿ 크레인 100톤(데릭)

Ÿ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장착

Ÿ 5천톤급(벌크선 개조)

Ÿ LARS 100톤, 10m급

Ÿ 크레인 100톤(데릭)

Ÿ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장착

제작기간 4년 2~3년

장점
Ÿ 신뢰성 높음

Ÿ 정부주도 관리 가능

Ÿ 경제적

Ÿ 조기 활용 가능

단점
Ÿ 높은 비용

Ÿ 조기 활용 어려움

Ÿ 불확실성 높음

Ÿ 검증된 운영주체 필요

❙표 3-8❙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방안 비교

 운용기술 개발
 1단계 연구 사업을 통해 구축된 해저 지질시료 채취 시스템에 대한 국내 활용 기술 

확보와 운영인력의 확보 및 신뢰성 검증과 track record의 축적을 위해 해저 지질시료 

채취가 필요한 국가연구사업과 산업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기술 개발 

과제를 2단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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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연구 목표
 2,500m급 해저면 착저식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해저면 착저식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영시스템 개발

 세부과제별 주요 연구 내용

구분 세부 연구 목표 주요 연구 내용

기술수준

현재
1단계 

종료후

PS11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플랫폼 개발

(TRL 5 → 7)

수중 ROV 

플랫폼

Ÿ 2,500m급 ROV 플랫폼 설계기술 개발

Ÿ 수중유압, 전기, 제어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70 95

플랫폼 수평유지 

시스템

Ÿ 연약지반용 footing 침하 방지기술 개발

Ÿ 험지(경사 30도 이상) 수평 유지기술 개발
68 95

샘플러, 코어러

Ÿ 심해 Piston sampling 시스템 개발

Ÿ 심해 Rock coring 시스템 개발

Ÿ 심해 wireline 시스템 개발

Ÿ 채취시료 sealing 기술 개발

65 95

로드 수납시스템, 

샘플러 

수납시스템

Ÿ 대용량 rod/sampler barrel storage 개발

Ÿ 이동식 supply & recovery system 개발
70 100

로드/배럴 운영 

로봇암

Ÿ 유압식 회전축 시스템 개발

Ÿ 유압식 그리퍼/매니퓰레이터 개발

Ÿ 정밀위치(회전각) 인식시스템 개발

70 95

실해역 성능평가 

실험

Ÿ 연근해 시스템 성능평가 및 검증 실험 수행

Ÿ 수심 2,500m이상 조건에서 지중 시료채취 

성능평가 실험 수행

50 90

PS12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시스템 개발

(TRL 5 → 7)

항법/포지셔닝 

시스템

Ÿ 수중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Ÿ 수중 플랫폼 위치 제어 기술 개발
60 95

선상지원 시스템
Ÿ 시료채취 시스템용 윈치, 엄비리클 개발

Ÿ 시료채취 시스템용 전력시스템 개발
50 95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Ÿ 플랫폼 환경 모니터링(가시화) 시스템 개발

Ÿ 시료채취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70 95

시료 채취 

운영시스템

Ÿ 운영실 구축

Ÿ 제어, 운전, 시각화 시스템 개발
70 95

❙표 3-9❙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과제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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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P2)

 연구 목표
 5,000톤 대양급 해저 시추 지원선 건조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

 세부과제별 주요 연구 내용

구분 세부 연구 목표 주요 연구 내용

기술수준

현재
1단계 

종료후

PS21

해저 시추 

지원선 건조

(TRL 7)

대양급 다목적 

지원선 건조

Ÿ 해상 위치제어 기술

Ÿ 100톤 이상 대용량 LARS(A-frame) 구축
100 100

PS22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

(TRL 5 → 7)

시스템 통합기술

Ÿ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통합 구축

Ÿ 지원선의 RAO 데이터 및 시추장비의 연동 

설계

50 80

데릭시스템
Ÿ 데릭시스템 구축

Ÿ 문풀 연계 구축
75 80

드릴리그

Ÿ 장축(10m이상) 유압실린더/레일 구축

Ÿ Rotary head 장착

Ÿ Heave compensator 기술 장착

50 75

파이프&드릴링 

운영시스템

Ÿ No-riser 드릴링 시스템 구축

Ÿ wire line system 구축
30 40

순환시스템
Ÿ water circulation system 구축

Ÿ 고압 대용량 water pump 구축
50 60

선상지원 시스템

Ÿ HPU 구축

Ÿ Hydraulic control system 구축

Ÿ Electric control system 구축

Ÿ High voltage generator 구축

Ÿ High voltage transformer 구축

80 90

시료 채취 

운영시스템

Ÿ 운영실 구축

Ÿ 제어, 운전, 시각화 시스템 구축
80 90

❙표 3-10❙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과제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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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P3)

 연구 목표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영기술 확보

 시스템 운영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신뢰성 확보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

 세부과제별 주요 연구 내용

구분 세부 연구 목표 주요 연구 내용

기술수준
1단계 

종료후

2단계 

종료후

PS31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영기술 확보

(TRL 6 → 7)

개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 구축

Ÿ 설계도면 및 문서의 DB 구축
Ÿ 운영 매뉴얼 작성
Ÿ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Ÿ 현장시험 및 해저시료채취 공정관리 프로그

램 구축

50 95

실내 실험동 

구축 및 

검증실험

Ÿ 실내 유지관리 및 실내 시추실험이 가능한 
실험동 구축

Ÿ 실험동에서 다양한 현장실험과 시추검증 연
구 수행

30 95

핵심기술 및 

통합플랫폼에 

대한 기술이전 

Ÿ 핵심기술 및 통합플랫폼의 기술이전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체계 구축

Ÿ 제품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10 80

PS32

시스템 운영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TRL 7)

시스템 통합 

운영 시뮬레이터 

개발

Ÿ 해저 시료채취, 현장실험과 장비운영 전체를 
모의할 수는 시뮬레이터 개발

Ÿ 시뮬레이터와 실제 시스템의 싱크로 기술 
개발

30 80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Ÿ 시스템 운영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
영(기존 교육프로그램 활용 또는 신규 과정 
추진)

Ÿ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직무교육) 구축

30 80

PS33

신뢰성 확보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

(TRL 7)

실해역 

테스트베드 연구

Ÿ 구축된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RAMS(사용적합성) 평가 수행

Ÿ Track record를 위한 실해역 테스트베드 확
보 및 장비 검증 연구 수행(국내 연근해에서 
검증실험 수행)

Ÿ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연계하여 실험 추진

30 80

국가 R&D 연계 

지원 프로그램 

구축

Ÿ 해저열수광상 개발연구사업,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무인 자율형 로봇개발사업 등 국가 
연구과제에 개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구축

25 75

❙표 3-11❙ 운용기술 개발 과제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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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추진계획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과제를 우선 추진하며, 정부 출연금과 기업 매

칭과제 형태로 단기간에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 필요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P2)

 정부출연금 100% 추진 방안과 선박펀드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선박펀드를 활용한 재원 확보 가능성 검토

- 시추 지원선 도입을 위하여 『시추시스템개발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시추시스템 

개발회사 및 자회사 설립으로 시추 지원선을 운용ㆍ관리하는 방안

-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수익성에 따라 사업추진을 고려하는 선박펀드와는 달

리, 관용선 등과 같은 정부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매입에 대한 정부의 보장

(목표 매출액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차액 지원)이 필요함

예산확보 방안 선박펀드*1 정부출연금

특징
• 민간자본 활용

• 선박투자회사, 운영회사 필요
• 정부출연금으로 구축

장점
• 장기 민간자본 유치

• 수익모델 창출
• 정부주도로 신뢰성 확보

단점

• 수익보장 방안 필요

• 최종 매입 필요

• 불확실성 상존

• 고비용*2

추진(안) X ◯

비고
과제 추진시점에서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최종 결정

❙표 3-12❙ 시추 지원선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비교

*1 부록 D 참조
*2 중고선 활용으로 초기 예산투입 절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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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P3)

 해저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인프라 확보 과제인 P1 과제와 P2 사업을 1단계로 추진

하고, 이와 연계하여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며, 개발된 장비와 지원선박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전용부두, 보관/정비동, 실험실 등) 구축과 운영기술 확보, 인력 교

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용기술 확보과제로 추진함

 요약

구 분

[P1] 해저면 

착저식 

시추로봇

[P2] 해저 시추 지원선

(착저식 시추로봇, 수중로봇 모선 

활용, 선상탑재식 시스템 장착)

전용부두, 

보관/정비동
[P3] 운영기술

추진방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

(신규 건조)

인프라 사업

(중고선 개조)
인프라 사업1) 연구개발

기간(년) 3 4 3 2 3

재 원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예타사업)

정부출연금2),

출연금+민간3)

출연금+선박펀드4)

지자체 매칭 정부출연금

우선순위5)*

(심해저사업 

기여 기준)

1 2 3 4

비 고 - -

중고선 구매와 

개조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주체 필요함

타 

사업(P1~P3)과 

연계수행 필요

-

추진안

◯
연구개발과제로 

조기에 추진

◯
출연금+민간을 

매칭하여 

사업추진

◯
[P1], [P2]과제의 

후속과제로 추진

비고
과제 추진시점에서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최종 결정

❙표 3-13❙ 사업추진계획(안) - 별도 과제 추진

1) 민간 또는 지자체 매칭과제로 추진

2) 100% 정부출연금으로 추진(안)
3) 정부출연금과 민간매칭을 통해 사업추진(안)
4) 펀드를 통한 민간재원 확보에 유리하지만, 매년 사용료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5)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수심 2,500m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인 해

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이며, 운영모선(시추 지원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 선박은 국내 

2~3대의 민간선박을 단기적으로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과제 및 추진계획

137

3.5 기술개발 로드맵(TRM)

3.4.1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그림 3-4❙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과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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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P2)

❙그림 3-5❙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P2) 과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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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P3)

❙그림 3-6❙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P3) 과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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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요예산

가 소요 예산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총 사업비 : 210억원(정부출연금 210억원)

 연구기간 : 2016~2018(3년)

중점 추진과제
정부-출연금(억원)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PS11-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플랫폼 개발 10 70 50 130

- 수중 ROV 플랫폼 개발 2 30 2 34

- 플랫폼 수평유지시스템 개발 2 10 2 14

- 로드 및 샘플러 수납시스템 개발 2 10 2 14

- 로봇암 개발 2 10 2 14

- 시스템 통합기술 개발 2 10 2 14

- 천해역 검증실험 0 0 10 10

- 수심 2,500m급 실해역 검증실험 0 0 30 30

∙ PS12-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시스템 개발 11 50 19 80

- 항법/포지셔닝 시스템 구축 5 5 5 15

- 선상지원시스템(umbilical, winch, power van 등) 구축 2 40 10 52

-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 2 2 6

- 운영실 구축 2 3 2 7

총    계 21 120 69 210

❙표 3-14❙ 소요예산(안)-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Ⅲ. 연구개발과제 및 추진계획

141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P2)

 총사업비 : 360억원(정부출연금 270억원, 민간매칭 90억원)

 건조기간 : 2016~2018(3년)

중점 추진과제
총사업비(억원)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PS21-해저 시추 지원선 건조 200 20 4 224

- 중고선 구매(변동성이 높음) 120 0 0 120

- DP, A-frame(LARS), 갑판공 등  80 20 4 104

∙ PS22-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 10 70 56 136

- 데릭 시스템 구축 1 20 2 23

- 드릴리그 시스템 구축 1 20 2 23

- No-riser 시스템 구축 1 5 2 8

- 순환시스템(water circulation) 구축 1 5 2 8

- 샘플링/코어링 시스템 구축 1 5 2 8

- 선상지원시스템(유압, 전기시스템 등) 구축 2 10 2 14

-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 3 2 7

- 운영실 구축 1 2 2 5

- 수심 200m급 실해역 검증실험* 0 0 40 40

총    계 210 70 18 360

❙표 3-15❙ 소요예산(안)-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P2)

* 제작된 시추 지원선박의 실해역 검증실험은 민간 또는 지자체 매칭 펀드로 구성함

※ 민간매칭을 허용하는 경우 기업의 매칭으로 실해역 검증실험 수행 : 산업부의 ‘해상

풍력설치선 건조’ 과제와 유사한 경우지만, 민간기업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어 공

공 목적사업에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공공목적 사업에 투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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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P3)

 총 사업비 : 240억원(정부출연금 180억원, 매칭 60억원)

 연구기간 : 2019~2023(5년)

중점 추진과제
총사업비(총사업비)

계
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 PS31-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영기술 확보 9 55 30 - - 94

- 공정관리 프로그램 구축 2 3 2 - - 7

- 기술지원 체계 구축 1 1 1 - - 3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1 1 1 - - 3

- 착저식 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 5 50 26 - - 81

∙ PS32-시스템 운영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5 5 5 - - 15

- 시뮬레이터 설계 및 개발 3 3 3 - - 9

- 시스템 운영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2 2 2 - - 6

∙ PS33-신뢰성 확보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 20 20 37 28 26 131

- 시추 지원선 운영 인프라 구축* - - 5 6 4 15

- 시스템 운영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 - 1 1 1 3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시범 운영프로그램 개발 - - 1 1 1 3

- 사용적합성(RAMS) 평가 - - 10 - - 10

- 실해역 테스트베드 연구 수행(RAMS 평가 포함) 20 20 20 20 20 100

총    계 34 80 78 24 24 240

❙표 3-16❙ 소요예산(안)-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P3)

* 인프라 예산은 지자체 예산 매칭을 통해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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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요 연구인력

중점 추진과제
man-year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PS11-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플랫폼 개발 4 28 20 52

∙ PS12-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시스템 개발 4 20  8 32

총    계 8 48 28 84

❙표 3-17❙ 소요 연구인력 -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중점 추진과제
man-year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PS21-해저 시추 지원선 건조 40 10 2 52

∙ PS22-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 4 14 22 40

총    계 44 24 24 92

❙표 3-18❙ 소요 연구인력 -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P2)

중점 추진과제
man-year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PS31-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영기술 확보 4 22 12 - - 38

∙ PS32-시스템 운영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2  2  2 - - 6

∙ PS33-신뢰성 확보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 8  8 15 11 10 52

총    계 14 32 29 11 10 96

❙표 3-19❙ 소요 연구인력 -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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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성과지표

3.7.1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구분 핵심개발과제 연구개발의 최종성과물

P1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심해용 : 수심 2,500m급) 개발

§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시스템 개발

❙표 3-20❙ 연구개발의 최종성과물(P1)

구분 핵심개발과제 목표 성능 및 기술수준 목표설정근거

P1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 수심 2,500m급

§ 지반조사 심도 100m

§ 해저면 경사 30도 활용

§ 해저면 전단강도 5kPa 이상 활용

§ 10톤급 콘관입실험

§ 피스톤 샘플링

§ 암반코어링

§ 시스템 운영실

§ 해외 유사장비 성능 목표

§ 심해저 사업 VOC 충족 조건

❙표 3-21❙ 목표성능 및 기술수준과 설정근거(P1)

구분 항목 단위 개발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국내
출원 건 4

등록 건 4

국외
출원 건 2

등록 건 2

성능평가지표

시스템 제작 건수 건 1

수조 시험 건수 건 2

실해역 시험 건수 건 1

기술산업화지표 기술이전 건 2

❙표 3-2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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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P2)

구분 핵심개발과제 연구개발의 최종성과물

P2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 해저 시추 지원선 건조

§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천해용 : 수심 200m 이하) 구축

❙표 3-23❙ 연구개발의 최종성과물(P2)

구분 핵심개발과제 목표 성능 및 기술수준 목표설정근거

P2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 5,000톤급 다목적 지원선

§ DP2 장착

§ 100톤급 LARS(A-frame)

§ 선상탑재식 시료채취시스템 장착

§ 수심 200m급

§ 지반조사 심도 100m

§ 시스템 운영실

§ 해외 유사장비 성능 목표

§ 심해저 사업 VOC 충족 조건

§ 수중건설로봇사업단 VOC 충족 

조건

❙표 3-24❙ 목표성능 및 기술수준과 설정근거(P2)

구분 항목 단위 개발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국내
출원 건 -

등록 건 -

국외
출원 건 -

등록 건 -

성능평가지표

시스템 제작 건수 건 2

수조 시험 건수 건 -

실해역 시험 건수 건 1

기술산업화지표 기술이전 건 1

❙표 3-25❙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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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P3)

구분 핵심개발과제 연구개발의 최종성과물

P3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영기술 확보

§ 시스템 운영인력 양성

§ 신뢰성 확보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

❙표 3-26❙ 연구개발의 최종성과물(P3)

구분 핵심개발과제 목표 성능 및 기술수준 목표설정근거

P3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 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 구축

§ 전용부두, 정비/보관동 확보

§ 시스템 운영시뮬레이터 개발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실해역 트랙레코드 확보

§ 해외 유사장비 운영기술 및 시

설 인프라 기준

§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 투입에 

필요한 최소 트랙레코드 기준

❙표 3-27❙ 목표성능 및 기술수준과 설정근거(P3)

구분 항목 단위 개발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국내
출원 건 1

등록 건 1

국외
출원 건 -

등록 건 -

성능평가지표

시스템 제작 건수 건 2

시설인프라 확보 건 2

실해역 시험 건수 건 4

기술산업화지표 기술이전 건 1

❙표 3-28❙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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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8.1 기대효과

가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심해 해저지반조사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효과 및 해외기술 대체효과뿐

만 아니라, 해양에서 국가 및 민간사업에서 자체장비 확보와 운영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특히,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에 즉각 투입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 자원 

개발 사업에 시의적절한 투입으로 차질 없는 국가정책에 지원

 세계최고 수준의 심해 굴착작업용 매카트로닉스 융합기술 개발로 조사, 작업, 건설, 

저장 등 다양한 심해 로봇산업분야로 기술 보급

나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선상탑재식 시스템 장착된 국내 유일의 시추 지원선 확보로 국내 연근해 해양지반조사 

및 자원 탐사에 활용되어 해외 시추선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내 활용 및 절감

 100톤급 A-frame(LARS)를 장착한 대형 지원선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모든 수중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모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의 모선으

로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

 해양에서 선박 재난 발생시 즉각 투입하여 해저 지반정보 제공 가능

다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구축된 시스템/장비의 운영기술 확보와 테스트베드 실험을 통한 트랙레코드 축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장비의 진출, 운영기술의 진출이 가능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

 시뮬레이터와 수중 장비 운영, 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

로 산업의 기초를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수중 장비 분야에서 인적 경쟁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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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활용방안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은 PROD(Benthic)의 활용사례를 참조할 때 연간 5~6

회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존 활용 실적을 정리한 ❙그림 2-27❙의 활

용사례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후 3년 이후에는 심해저자원 개발사업과 해양시추

사업 등에서 연간 200억원 규모의 활용이 예상됨

 시추 지원선은 국내 연구조사선 사례를 참조하면 정비기간을 제외한 연간 최대 활용

일수는 270~280일 정도이며, 국내 기존 활용 실적을 정리한 ❙그림 2-28❙의 활용사례

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후 3년 이후에는 연간 240일 이상의 활용이 예상됨

구분 연간 총매출(억원)

심해저자원 개발사업(KIOST) 1206)

해양 시추지원사업(KIGAM) 40

국가연구개발사업(방위사업, EEZ사업) 10

국내 민간 해양지반조사(해저케이블, 해저터널, 파이프라인 등) 30

계 200

❙표 3-29❙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연간 활용 예측(2019년 이후)

구분 연간 총 활용 일수

해양 시추지원사업(KIGAM) 30

국가연구개발사업(방위사업, EEZ 사업) 30

국내 민간 해양지반조사(해저케이블, 해저터널, 파이프라인 등) 30

착저식 시스템 모선활용 30

ROV 모선활용 30

수중건설로봇 모선활용 30

외국 임대 60

연간 총 활용일수 240

❙표 3-30❙ 시추 지원선 연간 활용계획(추정)

6) PROD 임대비용은 작업시 1.6억원/일, 대기시 1.0억원/일이며, 개발 장비의 임대비용을 0.5억원/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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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타당성 분석

4.1 정책적 타당성 검토

가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기조에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국정비전)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국정목표_1)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전략_2),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전략_4) - 해양 신성장 동

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국정과제_13),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국정과제

_24)에 해당함

❙그림 4-1❙ 박근혜 정부 국정 비전 및 국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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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정책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따른 중기 및 ‘15년도 투자방향에 부합

※ 정부주도 해저광물 시추시스템 구축은 “국내 독자개발 능력 확보 및 신산업 창출기

반 마련”의 중기 투자방향 및 “주요 대형사업의 본격 추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

원”의 ‘15년도 투자방향에 부합(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확정, 2014.4.11. 보도자료)

 1991년 제1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추진 계획이 의결된 것을 시

작으로 현재까지 3개 광종(망간단괴, 망간각, 열수광상)에 대한 탐사 및 기술개발 활

동 추진 또한 200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계속 추진이 의결됨

※ 상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열수분출지 확인, 열수광체 표층규모 규명을 통한 열수광상 

정밀탐사 진행, 탐사용 무인 잠수정(ROV)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그림 4-2❙ 우리나라 심해저 광구 보유현황

 추진 중인 해양광물개발사업 3개 광종(망간단괴, 열수광상, 망간각) 전체에 대한 경

제성 분석이 계획 중인 가운데, 분석이 완료된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만도 약 25.6조원임1) (2013년 기준, 2052년까지 30년 생산시).

1) 유승훈, 서울산업대학교,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기술가치 평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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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까지 수행되는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기술적 가치는 약 5,573억원으

로 추정되며, 기술개발비는 2,496억원으로 망간단괴 기술개발 사업의 가치는 비용 

대비 성과가치가 2.23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2013년 기준).

 광물자원개발이지만 대한광물자원공사가 주관 추진하는 해외 광물자원 확보와는 자

원개발의 기술특성이 상이하며, 오히려 해저 석유에너지 자원개발과 기술적 유사성이 

높음.

※ 국내에 유사한 연구개발 경험이 전혀 없으며, 자원개발지역이 1,000~5,000m 심해저

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저 석유자원개발보다 고난이도 기술개발이 요구되기도 함.

 특히 ‘해저열수광상’의 경우, 광상 성인 및 구조상 표층탐사로는 정확한 부존량을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3차원 광상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시추(코어링)탐사

가 필수적임. 남서태평양 통가 해역의 광구에 대해서는 자원량 평가를 위해 시추(코

어링)탐사가 이미 수행한 바 있으나, 시추용역회사의 준비 부족으로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자원량 측정에는 실패한 바 있으며, 경제성 분석을 담보할 수 있는 시료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추탐사의 수행을 추진하고 있음.(해저열수광상개발심의위원회, 

2015. 3.)

 또한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 심해저에서 우리나라에 부족한 전략금속자원 확보

를 위하여 개발유망 광구지역을 선점하고 우리나라 독점 개발광구 확보 추진중임. 

피지광구에서는 2018년경, 인도양 광구에서는 2020년경 시추탐사가 추진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1만㎢) 내 정밀탐사 수행을 통한 개발유망광구

(2,500㎢) 선정

- 국제해저기구와 체결한 탐사계약(’14.6)에 따른 체약국 의무사항 이행

- 광체 부존 특성 및 표층/수직분포 해석을 통한 광상규모 판별

- 해저열수광상 개발권 획득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 (피지 해저열수광상) 탐사매장량 산출 및 개발권 신청, 향후 민자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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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우리나라 해저광물자원 탐사사업 로드맵

다 관련 법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3조 등에 따른 해양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실용화‧산업화 촉진 명시

라 해양수산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 R&D 역량강화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 R&D 역량강화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04)에서 의결

 중장기계획의 전략을 구성하는 총 70개 중점기술 중 타 기술에 파급효과가 크고, 조

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Quick-Win 기술은 기획연구 및 예산 배정시 우선 순위 부여

- 총 70개 중점기술 중 전문가 검토, 국정과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수중로봇 개발 

및 시스템 기술 등 20개 선정

* 전체 예산 중 Quick-Win 기술의 비중은 42.7%

- 심해지역 탐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6,500m급 유인잠수정 개발을 표방

- 중․심해저의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첨단 장비 및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극한 공간 

활용 및 해양공간 이용 확대를 위한 첨단 장비 개발 및 전후방 산업 육성을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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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0대 Quick-Win 기술

전략 Quick-Win 전략 Quick-Win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해양 예측·예보 시스템 구축 기술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육성

수산물 안전 및 유통 선진화 

기술

국가해양영토 광역감시망 구축·활용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

극한환경 융복합 플랜트·장비 기술 선박평형수 관리기술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육성

해저자원 탐사 및 개발 기술

국민행복 공간 

창조

유류·HNS 해양유출사고 대응 

기술

수중로봇 개발 및 시스템 기술
적조·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 

관리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초대형 해양 구조물 구축·활용 연안재해 관리기술

U기반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기술 e-Navigation 기술

해양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유무인 도서관리 및 활용기술

친환경 고부가 양식기술 해양 헬스케어 기반구축 기술

자료: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04.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복합현상 가속화에 따른 해양과학기술 중요성 대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비전/기조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

성으로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

-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

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

 신기술 분야의 경제 규모가 세계시장 단위로 확대되어 국가 간, 기업 간, 또는 제휴

기업 그룹 사이에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술패권주의가 더욱 팽배해질 전망

마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해외 선도국들은 해양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 사업인 만큼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작하여 추진하거나, 민간기업간 컨소시엄을 

이루는 경향을 보임.

 탐사권 획득과 더불어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해 대규모 연구 투자를 진행 중이며, 최
근 캐나다 Nautilus社는 해양광물자원개발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해저광업을 위해서는 사전 조사기술과 채광개발기술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며, 시
추시스템과 관련기술은 해저채광을 위한 조사단계에서 필수적인 시스템이지만 많

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민간부

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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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열수광상개발의 경우 캐나다 기업 노틸러스사의 상업생산 개시(2018년)가 임박

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통가‧피지‧인도양에서 개발 잠재력이 큰 독점탐사권들

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추장비 임차의 어려움으로 자원량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업생산 단계로의 진입이 지연되고 있음

* 현재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시 시추작업을 위해 해외업체로부터 3개월 단기임차시 

최소 약 1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에서, 장기 국채과제로 수행되고 있는 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연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 효율적임

국가 수행 주체 구성 및 내용 투자 및 주요활동 내용

프랑스 AFERNOD(민관 합작) 현재까지 4천5백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

일본 DOMA(민간)→DORD(민관 합작) 2008~2012년까지 약 1억2천만달러 투자

인도 국립해양연구소(정부) 인도양 탐사와 자원평가에 수백만달러 투자

중국 국가해양국(정부) 중ㆍ동부태평양 지역 탐사에 6천만달러 투자

미국 민간→미국과학재단(정부) 1980년대 후반까지 가장 활발하게 연구투자 수행

캐나다 Nautilus社 토론토 소재
50만㎢ 탐사권 확보 및 신청/1일 6천톤의 채광시험 

완료/2013년 세계최초  상업개발 추진중

❙표 4-2❙ 해외 선도국 해양광물자원개발 투자 및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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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과제명 사업명
연구

기간
주요연구내용

차별화 방안 및

연계성 검토

해저 지반조사 장비 
및 분석시스템 개발

초장대교량
사업단

2009~
Ÿ 수심 100m급 지반조사(샘플링, 

SPT)시스템 개발

Ÿ 수심 2,500m 이상의 
심해용 장비 개발이 
차별점

해저면 착저식 지능형 
반자동 해저지반조사 

장비기술 개발

중소기업융
복합기술

개발
2014~

Ÿ 지능형 수중 무인 항타 시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과제

Ÿ CPT와 시료채취 및 
심해용 장비 개발이 
차별점

선박용 Active Heave 
Compensator 국산화 

기술개발

중소기업기
술개발사업

2009~

Ÿ 선박용 크레인(deck crane) AHC
장치 국산화 개발- 권상하중 : 
50ton- 정밀도 : 파고의 10% 이내
- PID 컨트롤 제어 방식 

Ÿ 시추 지원선은 연구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
용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임

드릴쉽 크레인용 
통합제어기 입출력 
제어 플랫폼 개발

지역전략
산업육성

2010~

Ÿ 메인 컨트롤 플랫폼을 드릴쉽 크레
인에 탑재하여 심해에서 Drilling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입출
력 장치 및 이를 Package화한 플
랫폼 제작 

Ÿ 시추 지원선은 연구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
용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임

해양시추용 Drill 
Rig의 1,000마력 

이상 급 Top 
Drive와 Drill Bit 및 
Collar의 기술개발

부품소재산
업경쟁력

향상
2011~

Ÿ 1000마력 이상급 Top Drive 요소
부품 및 패키지 개발

Ÿ Drill Bit 및 Drill Collar 개발 

Ÿ 시추 지원선은 연구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
용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임

❙표 4-3❙ 기존연구과제와의 차별화 방안 및 연계성 검토(NTIS 검색 기준)

4.2 기술적 타당성 검토

가 유사과제 조사 및 중복성 검토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은 ‘초장대교량사업단’과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과제에서 일부 수행되었으나, 수심 100m 이하의 천해용 장비이며 개발 시스템은 수

심 2,500m급인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며, 세부 기술적인 차별점은 해저 열수광상 시

료채취를 위하여 경사 30도 지반에서 수평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임

 해저 시추 지원선 사업은 기존 시추선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상용기술을 활용하여 인프라(선박+선상 탑재식 시료채취시스템)를 구축하

는 사업으로 크게 차별화됨

 시추선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으로 ｢해양플랜트용 수직

이동형 시추시스템의 Derrick, Riser, Compensator 핵심기술 개발｣ 과제가 2010년 착

수하여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수직이동형 데릭 시스템, 히브 보상 시스템, 드

릴 라이저 시스템 개발을 세부과제로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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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과제명 사업명
연구

기간
주요연구내용

차별화 방안 및

연계성 검토

수직 이동형 
데릭(Derrick) 시스템 

개발

그린카등수
송시스템산
업원천기술

개발

2011~

Ÿ Derrick Pilot 시작품 기본설계 - 
Derrick Pilot 시작품 기본설계 - 
Derrick 기구 메커니즘 분석 - 용
접절차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 
Derrick 시스템 Control 로직 정립 
- Derrick 시스템 위험요소 분석 
및 신뢰성 평가 - Derrick Pilot 시
작품 제작 

Ÿ 시추 지원선은 연구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
용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임

Heave Compensator 
개발

그린카등수
송시스템산
업원천기술

개발

2012~

Ÿ Pilot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 
제작품에 대한 제작보완 및 최적화 
: 시작품 및 Test Rig에 대한 성능 
평가 및 성능 검증 

Ÿ 시추 지원선은 연구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
용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임

드릴쉽 크레인용 
차세대 전계장 

제어기 플랫폼 개발

지역전략
산업육성

2009~

Ÿ 드릴쉽 크레인용 최적 제어 기술 
개발,크레인의 Hosting, 
Level-Luffing, Slewing 등 최적 모
션 제어와 동적 거동 해석을 통한 
Anti-Sway 기술을 개발함 - 크레
인간 연동 제어를 통한 크레인 충
돌방지(Anti-Collision), 낙하방지
(Drop- objection) 등 작업자 및 운
용 안전 기술을 개발함 

Ÿ 시추 지원선은 연구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
용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임

해양 드릴링 시스템 
Riser tensioning 
APV(air presuure 
valve)의 모듈화 

기술 개발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

술개발
2012~

Ÿ 최종목표: Riser Tensioning 
Systems의 APV(Air Pressure 
Vessels) 모듈화1) APV Module 설
계 기술개발2) APV Module의 주
요 부품 국산화 개발- Top & 
Bottom Manifold- Module Rack- 
APV Module Structure3) 시제품 
제작 및 Module 화

Ÿ 시추 지원선은 연구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
용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임

머드시스템에서의 
머드클리너, 디센드, 
디실트, 디게스 개발 

및 상용화

추가연구개
발특구육성

2013~
Ÿ  Total Drilling Mud System 국산

화

Ÿ 시추 지원선은 연구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
용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임

나 사업계획의 적절성

 미래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원천기술개발은 장기적 구조로, 단기간에 성과창출이 가

능한 분야에 집중되는 민간투자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상업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 단계까지는 

취약한 민간부분의 R&D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민간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

 기능 및 임무, 사업목표와 세부활동의 논리적 연계, 세부활동의 구체성과 성과지표, 
세부활동 구성 및 연계성,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목표·구성·내용의 적절성 확보

- 수중로봇건설개발,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수중기장비개발 등의 수행중인 해양융

합기술 및 보유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융복합으로 연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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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국내 심해 ROV 및 로보틱스 기술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

를 확보하고 있는데, 해미래, 미네로, 크랩스터, 수중건설로봇 등이 대표적인 예임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초장대교량 사업단의 세부과제에서 

개발된 100m급 장비의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해 ROV 개발경험과 결합하여 시

너지를 어렵지 않게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수중건설로봇연구단에서는 기존의 심해용 ROV와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

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인 대용량의 유압시스템을 다양한 툴 방식으로 구현하는 연

구개발하고 있어 검증된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성공 가능성이 더

욱 높다고 판단됨

 또한, 사업추세분석(사업발전추세가 사업목표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규모 투자 근거

인지 여부)과 기술수준분석(주요 연구개발 활동 주체와의 상대적인 기술격차에 따른 

기술적 우열 분석)을 통해서도 성공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으나, 본 사업에서는 정부

의 추진의지와 기술개발 완료 후 정부 및 민간기업들의 활용 수요처의 안정적인 확

보 여부가 성공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됨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의 시추선 및 시추시스템의 운영센터 지정이나 민간

기업 중심의 추진주체 설정 등의 운영･지원 방안 확립도 성공 가능성의 핵심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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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4.3.1 R&D 사업 경제성 분석 지침 및 시사점

가 일반적 현황

 R&D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성 분석 현황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지침 또는 가이

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R&D 관련 사업에 대해 법에 의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림 4-4 와 같이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조사, 규제영향분석,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등으로 

파악됨

- 특히 KISTEP이 발간한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011.12)에서는 경제

성 분석 표준지침을 제시하면서 편익추정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음

(행안부&지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행안부&지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행안부&지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행안부&지자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기재부)
공공투자사업
예타 및 타재

(기재부)
공공투자사업
예타 및 타재

(기재부)
공공투자사업
예타 및 타재

(기재부)
공공투자사업
예타 및 타재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국과위&기재부)
R&D사업

예타 및 타재

(국과위&기재부)
R&D사업

예타 및 타재

(국과위&기재부)
R&D사업

예타 및 타재

(국과위&기재부)
R&D사업

예타 및 타재

(규개위)
규제영향

분석

(규개위)
규제영향

분석

(규개위)
규제영향

분석

(규개위)
규제영향

분석

❙그림 4-4❙ 법정 경제성 분석 현황

나 R&D 사업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의 내용

 R&D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절차는 ❙그림 4-5❙와 같이 먼저 사업 목표 분석에

서 출발하여 편익항목을 도출함

- 시장 수요로부터의 계량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수요추정 및 가격추정이 용

이하다면 이로부터 편익을 추정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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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수요로부터 계량화가 어렵다면 대리시장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대리시장이 

존재한다면 현시선호 접근법을 적용하고 대리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술선호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진술선호 접근법의 적용도 어렵다면 효과를 추정하여 비용효과분석으로 경제성 분

석을 끝내며, 진술선호 접근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편익을 추정하여 비용편익분석

을 수행

라 시사점 및 주요 소결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원으로 수행되는 R&D 사업이므로 국

가재정 R&D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일반적인 지침과 표준적인 지침을 담고 있

는 한국개발연구원(2008)이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판) 및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2011)이 발표한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1판)을 적용하

여 R&D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특히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R&D 사업 표준지침(제1판)에서는 크게 가치를 가치

창출 대 비용감소로 구분함

- 가치창출로 볼 때는 시장수요 접근법과 로열티 수입접근법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시장수요 접근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화가 전제되어 있는 R&D 사업이 주된 

대상임

대분류 세부 분류 비고

가치창출 시장수요 접근법 미래 시장 또는 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중 해당
R&D에 따른 비율을 적용

로열티 수입접근법 로열티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 계산

비용감소 생산비용 접근법 생산(내수, 수출)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의
절감액 추정

피해비용 접근법 R&D에 따른 효과로 사회적 피해비용 절감액 추정

대분류 세부 분류 비고

가치창출 시장수요 접근법 미래 시장 또는 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중 해당
R&D에 따른 비율을 적용

로열티 수입접근법 로열티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 계산

비용감소 생산비용 접근법 생산(내수, 수출)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의
절감액 추정

피해비용 접근법 R&D에 따른 효과로 사회적 피해비용 절감액 추정

❙그림 4-5❙ R&D 사업의 편익추정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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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

가 일반적 현황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크게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 수입대체효과 

편익으로 구성

- 첫 번째 편익은 시추시스템을 이용하는 과학자 내지는 전문가의 견지에서 발생하

는 편익

-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 심해 탐사 및 심해저 자원조사 연구, 세계최고 수준의 

심해 굴착작업용 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 개발 연구를 통한 연구논문, 특허, 기술이

전 등이 증가하는 편익 

- 두 번째 편익은 본 사업의 성공으로 발생하는 시추시스템 및 관련 부품의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

- (수입대체효과 편익) 해외에서 수입하여 오던 시추시스템 및 관련 부품의 기술개발

에 성공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

로 발생하는 편익

 R&D 사업에 대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중에서 시추시스템 구축사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은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임

- 한국개발연구원(2009)의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살

펴보면 과학기술적 편익을 주요하게 다뤘음

- 국민 자긍심 고취 편익 및 심해저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편익은 직접 추정하기 보

다는 정책적 분석의 특수평가항목으로 반영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편익 추정 구도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사례와도 부합

나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

 편익 추정의 개요
 시추시스템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거나, 현존하지 않는 재화에 대한 과학기

술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선호 접근법인 컨조인트 분석법의 활용이 적합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에서는 과학기술

적 편익의 추정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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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의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은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

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의 과학기술적 편익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편익전

이법을 활용하여 편익 도출

 컨조인트 분석의 적용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은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2009)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

지 않거나, 현존하지 않는 재화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에게 하나 이상의 속성들로 구성된 가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응답자의 선호 

정보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응답자의 효용함수를 추정하여 가치측정 재화의 속성에 

대한 화페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음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에서는 대형 해

양과학연구선이 갖는 과학적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이 아닌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하여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의 

가치를 추정

- 컨조인트 분석은 임의의 재화가 특정 속성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각 속성들의 조합으로부터 재화를 나타내는 가상의 대안집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응답자의 선호 자료를 얻게 되며, 응답자의 선호 자료는 효용이론에 근

거한 이산선택모형을 통하여 가치를 추정하는데 활용

 시추시스템과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의 활용 목적이 유사하며, 그로부터 도출되는 대

안의 속성 또한 성격이 유사함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에서 대형 해양

과학연구선의 활용 목적으로 대양에서의 과학연구 수행 뿐 아니라,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 심해저 망간단괴광물자원개발사업, 해양생물자원확보사업에 활용을 소개

- 따라서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에서 컨조

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편익을 본 사업에 편익접이법을 이용하여 적용

 편익전이법을 활용한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 도출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에서 컨조인트 분

석을 통해 도출된 과학기술적 편익을 편익전이법을 적용하여 본 사업의 해양과학기

술 발전 편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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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에서 도출된 과

학기술적 편익의 합은 1,382.6억원으로 나타남

❙표 4-4❙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도출된 편익

수행연구 활용일수 하루 연구 수행의 
과학기술적 편익

활용일수를 고려한
과학기술적 편익(25년) 연간 편익

해양 및 기후연구 70일 0.592억원 1,035.2억원 41.4억원

선진 대양해군 지원사업 50일 0.136억원 170.5억원 6.8억원

국제공동연구 50일 0.142억원 176.9억원 7.1억원

합계 1,382.6억원 55.3억원

자료: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

- 편익전이를 위해서는 2008년에 도출된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의 편익과 시추시

스템 구축사업의 시점을 동일한 시점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며, 시점을 동일하게 하

기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보정

 ․ 2010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이라 할 때, 한국은행(http://www.bok.or.kr)에 따

르면 2008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4.52와 경제성 분석 시점이 전년도 말 기준

이므로 2014년의 소비자 물가지수 109.04를 이용하여 편익 시점 보정

- 편익전이법을 이용한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의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은 연간 약 

64억원으로 도출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의 과학기술적 편익 (55.3억원 )

                           × (2014년 소비자 물가지수 / 2008년 소비자 물가지수)
                                      109.04                   94.52

                       = 63.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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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수입대체효과 편익

 편익 추정의 개요
 심해 해저지반조사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효과 및 해외기술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국가 및 민간사업에서 자체장비 확보와 운영기술 확보를 통

한 국가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에 즉각 투입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자원 개발 

사업에 시의적절한 투입으로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대부분의 장비 및 부품의 수입의

존을 국산화하므로 국가예산 절감 및 나아가 개발된 기술 및 장비의 수출로 외화획

득도 가능

 선상탑재식 시스템이 장착된 국내 유일의 시추지원선 확보로 국내 연근해 해양지반

조사 및 심해저 해양자원 탐사에 활용이 가능해지고, 그 간 장비 및 시추지원선 해외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 장비 및 시추지원선 활용으로 비용 절감 효과 가능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은 PROD(Benthic)의 활용사례를 참조할 때 연간 5~6

회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존 활용 실적을 정리한 ❙그림 4-6❙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후 3년 이후에는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과 해양시추산업 등

에서 연간 200억원 규모의 활용 예상

❙그림 4-6❙ 연도별 해저 지반시추조사 실적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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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으로 연간 2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

며, 이는 곧 2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 편익으로 볼 수 있음

-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의 구축으로 심해저자원 개발사업 120억원, 해양 시추지원

사업 40억원, 국가연구개발사업(방위사업, EEZ사업 등) 10억원, 국내 민간 해양지

반조사(해저케이블, 해저터널, 파이프라인 등) 30억원의 총 200억원의 연간 매출액

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2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 편익 발생으로 볼 수 있음

❙표 4-5❙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구축으로 발생하는 수입대체효과 편익

구분 연간 편익(억원)

심해저자원 개발사업(KIOST) 120

해양 시추지원사업(KIGAM) 40

국가연구개발사업(방위사업, EEZ사업) 10

국내 민간 해양지반조사(해저케이블, 해저터널, 파이프라인 등) 30

합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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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

경제적 편익 종합화

 전술한 두 가지 범주의 경제적 편익을 종합화하면 ❙표 4-6❙과 같음 

 본 사업으로 도출된 총 편익은 연간 약 26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과 수입대체효과 편익은 각각 연간 약 64억원, 200억원으로 나타남

❙표 4-6❙ 경제적 편익의 종합화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 수입대체효과 편익 합계

2024 6,380 20,000 26,380

2025 6,380 20,000 26,380

2026 6,380 20,000 26,380

2027 6,380 20,000 26,380

2028 6,380 20,000 26,380

2029 6,380 20,000 26,380

2030 6,380 20,000 26,380

2031 6,380 20,000 26,380

2032 6,380 20,000 26,380

2033 6,380 20,000 26,380

2034 6,380 20,000 26,380

2035 6,380 20,000 26,380

2036 6,380 20,000 26,380

2037 6,380 20,000 26,380

2038 6,380 20,000 26,380

2039 6,380 20,000 26,380

2040 6,380 20,000 26,380

2041 6,380 20,000 26,380

2042 6,380 20,000 26,380

2043 6,380 20,000 26,380

합계 127,590 400,000 52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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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개요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 기준은 크게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분석과 정책적 차원에

서의 분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경제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성 평가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

-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

 경제성 분석의 분석 기법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 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인 편익/비용비율(B/C), 내부수익율(IRR), 순현

재가치(NPV)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

우가 자주 있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B/C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모두 분석하

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 각 평가지표의 장ㆍ단점 등을 표 4-7 에 개략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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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경제성 분석의 개요

분석기법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  율

∙ 이해 용이

∙ 사업규모 고려 가능

∙ 비용편익 발생기간의 고려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수익률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치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제

순현재가치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 타 분석에 이용가능

∙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 이해의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 Ratio)

-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을 적정 할

인율로 할인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

-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편익․비용비율   
  







  






여기서   : 시점 t에서의 편익

  : 시점 t에서의 비용

 : 할인율(이자율)

 : 내구연도(분석연도)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을 구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내부수익률  
  






 
  






여기서   : 시점 t에서의 편익

  : 시점 t에서의 비용

IRR : 내부수익률

 : 내구연도(분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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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

-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   
  






 
  






여기서   : 시점 t에서의 편익

  : 시점 t에서의 비용

 : 할인율(이자율)

 : 내구연도(분석연도)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경제성 분석시 전제사항

-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뜻함

- 따라서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물론 추정된 편익 발생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 민간의 모든 명시적 암묵적 비용을 분석에 포함

- 편익․비용 분석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

- 첫째, 경제성 분석의 모든 비용과 편익은 2014년도 말 기준 불변가격으로 산정

- 둘째, 편익의 발생기간은 투자완료 후 20년으로 전제

- 셋째, 현재가격은 2014년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비용 및 편익에 적용하고, 개발사업

은 그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건설 후 장기간 동안 발생

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

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

 분석대상 기간 및 사회적 할인율

-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3년의 설계 및 제작기간(2016～2018년)과 5년

의 운영기술 개발 및 Test-bed 운영기간(2019년~2023년)이 소요되고, 편익의 경우는 

202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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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본 경제성 분석에서는 2016～2022년에 제작 및 시범운영이 수행되고 2024년에 

편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해양과학기술 발전 편익, 국민자긍심 고취 및 심해저 자

원개발 인프라 강화 편익, 수입대체효과 편익이 20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따라서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대상기간은 2016～2043년이며, 비용과 편익 항목의 

현재가치는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산출

-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각종 수익성 지표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

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4판)의 수정․보완: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에 따라 5.5%를 

적용

 비용의 추정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의 비용은 크게 시추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추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추지원선 운영 비용으로 발생

-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비용 총 210억원, 해저 시추지원선 구축 비용 

총 360억원,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비용 총 240억원 발생

- 시추지원선은 대형 해양과학연구선과 규모가 같은 5,000톤급으로 운영비용은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의 운영비용을 준용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의 연간 운영

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장비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되며 표 4-8 

과 같이 연간 운영비는 약 58억원으로 나타남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의 비용 발생 

시점은 2008년이므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시점 보정 필요

  ․ 2010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이라 할 때, 한국은행(http://www.bok.or.kr)에 

따르면 2008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4.52, 가장 최근인 2014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04이므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비용 시점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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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의 연간 운영비

(단위: 백만원)

내용 추정비용 비율 비고

인건비 1,128 19.42

유류비 3,285 56.56 HFO 사용

보험료 524 9.02 최대요율 적용

장비유지보수비 871 15.00 수리비, 출장비, 기타경비 등 해양장비의 특성 감안

총합 5,808 100.0

자료: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09)

- 시추지원선 연간 운영 비용은 약 67억원으로 시추지원선의 내구연한인 25년간 약 

1,675억원의 비용이 발생

시추지원선 운영 비용

시추지원선 연간 운영 비용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의 연간 운영 비용 (58.08억원 )

                           × (2014년 소비자 물가지수 / 2008년 소비자 물가지수)
                                      109.04                   94.52

                       = 67.0억원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판)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반영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용 비용을 산정

- 시추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8년(2016년~2023년) 동안 발생하며, 시추지원선 운영 비용은 

시추시스템 및 시추지원선의 내구연한인 25년(2019년~2043년) 동안 발생

- 보수적 접근을 위해 잔존가치는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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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제성 분석용 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해저 

시추지원선

구축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시추지원선

운영비
합계

2016 2,100 21,000 　 　 23,100 

2017 12,000 9,000 　 　 21,000  

2018 6,900 6,000 　 　 12,900  

2019 　 　 3,400 6,700 10,100 

2020 　 　 8,000 6,700 14,700  

2021 　 　 7,800 6,700 14,500  

2022 　 　 2,400 6,700 9,100  

2023 　 　 2,400 6,700 9,100  

2024 　 　 　 6,700 6,700  

2025 　 　 　 6,700 6,700  

2026 　 　 　 6,700 6,700  

2027 　 　 　 6,700 6,700  

2028 　 　 　 6,700 6,700  

2029 　 　 　 6,700 6,700  

2030 　 　 　 6,700 6,700  

2031 　 　 　 6,700 6,700  

2032 　 　 　 6,700 6,700  

2033 　 　 　 6,700 6,700  

2034 　 　 　 6,700 6,700  

2035 　 　 　 6,700 6,700  

2036 　 　 　 6,700 6,700  

2037 　 　 　 6,700 6,700  

2038 　 　 　 6,700 6,700  

2039 　 　 　 6,700 6,700  

2040 　 　 　 6,700 6,700  

2041 　 　 　 6,700 6,700  

2042 　 　 　 6,700 6,700  

2043 　 　 　 6,700 6,700  

소계 21,000 36,000 24,000 167,505 248,505  

주) 건조비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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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
 시추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41로 산정되어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결과,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의 순현재가치는 약 563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내

부수익률은 9.7%로 나타남

-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

❙표 4-10❙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현재가치 합계
순현재가치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편익 비용

시추시스템 

구축 사업
194,705 138,412 56,292 1.4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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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비용 편익 순편익

값 현재가치 값 현재가치 값 현재가치

2016 23,100 20,754 　 0 -23,100  -20,754  

2017 21,000 17,884 　 0 -21,000 -17,884 

2018 12,900 10,413 　 0 -12,900 -10,413 

2019 10,100 7,728 　 0 -10,100 -7,728 

2020 14,700 10,661 　 0 -14,700 -10,661 

2021 14,500 9,968 　 0 -14,500 -9,968 

2022 9,100 5,930 　 0 -9,100 -5,930 

2023 9,100 5,621 　 0 -9,100 -5,621 

2024 6,700 3,923 26,380 15,443 19,679 11,521 

2025 6,700 3,718 26,380 14,638 19,679 10,920 

2026 6,700 3,524 26,380 13,875 19,679 10,351 

2027 6,700 3,340 26,380 13,152 19,679 9,811 

2028 6,700 3,166 26,380 12,466 19,679 9,300 

2029 6,700 3,001 26,380 11,816 19,679 8,815 

2030 6,700 2,845 26,380 11,200 19,679 8,355 

2031 6,700 2,696 26,380 10,616 19,679 7,920 

2032 6,700 2,556 26,380 10,063 19,679 7,507 

2033 6,700 2,423 26,380 9,538 19,679 7,116 

2034 6,700 2,296 26,380 9,041 19,679 6,745 

2035 6,700 2,177 26,380 8,570 19,679 6,393 

2036 6,700 2,063 26,380 8,123 19,679 6,060 

2037 6,700 1,956 26,380 7,699 19,679 5,744 

2038 6,700 1,854 26,380 7,298 19,679 5,444 

2039 6,700 1,757 26,380 6,918 19,679 5,161 

2040 6,700 1,665 26,380 6,557 19,679 4,892 

2041 6,700 1,579 26,380 6,215 19,679 4,637 

2042 6,700 1,496 26,380 5,891 19,679 4,395 

2043 6,700 1,418 26,380 5,584 19,679 4,166 

합계 248,505  138,412 527,590 194,705 279,085 56,292 

❙표 4-11❙ 시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의 흐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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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목표
ㅇ 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조사장비인 수심 2,500m급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

발 (수심 2,500m급, 지반조사 심도 100m, 해저면 경사 30도)

연구개발의 

필요성

ㅇ (심해저 자원 개발사업 인프라 부족) ①심해저 자원 개발사업의 기본 인프라인 해저 지질

시료 채취시스템의 국내 미보유로 인한 시의 적절한 활용 불가 ②해외임차사용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시스템 구축비용 대비 임차비용 1~2년이면 회수(임차비용 150억원/회)) ③해

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가 필요함

ㅇ (활용 수요증가 및 탐사주권 확보) ①심해저 자원 개발사업, 해양플랜트 및 건설사업 증

가에 따른 지반조사 수요 증가로 시스템 구축 필요성 높아짐 ②해양영토 탐사주권 확립 

및 자원정보 누출 방지 필요

ㅇ (세계최고 수준의 국내기술 확보가능) ①해외장비 있지만 기술격차 크지 않음 ②국내 축

적된 심해 ROV개발기술과 시료채취시스템 개발기술의 융합으로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력 

조기 확보가능 ③시장의 성장과 함께 열악한 입지에서 활용 가능한 지속적인 장비기능 

향상요구에 대비한 기술개발 필요

기술동향

ㅇ 국내 최초의 해저면 착저식 지반조사 시스템은 2002년부터 시작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과

제로 개발된 해양콘관입시험기이며, 수심 50m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 1차 업그레이

드를 통해 실용화에 성공하였으며, 또한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으로 국내 유일한 

시스템은 2013년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착저식 지반조사시스템(KIOST)인데, 수

심 100m 조건에서 심도 50m 까지 지반 굴착과 시료채취 및 표준관입시험(SPT)이 가능함

  

ㅇ 호주의 Benthic(1)와 미국의 Williamson & Associates(2), 미국 GREGG(3), Forum(4)에서 

개발한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은 수심 3,000m이상의 수심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Benthic사의 PROD는 30도 경사진 해저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시료채취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1)                  (2)                (3)            (4)

ㅇ 국내에서도 해저 지반조사 및 시료채취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기존에는 제주 해저케이블, 

 A 과제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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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거가대교, 해상풍력단지 입지 등과 같은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에 많이 활용

되었으며, 최근에는 해저 지층탐사 연구사업,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사업, 해저열수광상개

발사업, 관할해역 해양지질조사 등의 사업에서 활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별 국내 해저지반시추조사 실적(기획보고서)

ㅇ Douglas-Westwood(2010)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2014년의 5년간 심해저 해양 플랜트 

사업의 시장 규모는 1,670억달러로 이전 5년의 시장 규모에 비해 27% 증가할 것으로 나타

났음. 이 가운데 조사분야의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전체 사업비

의 1% 이상으로 볼 수 있음

ㅇ 대표적인 해저면 착저식 지반조사 전문업체인 PROD의 2000~2013년 활용실적으로 볼 때 

연간 평균 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프로젝트당 200억원 규모로 가정하면 연간 총매

출액을 800억원 규모로 산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 내용

ㅇ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플랫폼 개발

  - 수중 ROV 플랫폼

Ÿ 2,500m급 ROV 플랫폼 설계기술 개발

Ÿ 수중유압, 전기, 제어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 플랫폼 수평유지 시스템

Ÿ 연약지반용 footing 침하 방지기술 개발

Ÿ 험지(경사 30도 이상) 수평 유지기술 개발

  - 샘플러, 코어러

Ÿ 심해 Piston sampling 시스템 개발

Ÿ 심해 Rock coring 시스템 개발

Ÿ 채취시료 sealing 기술 개발

  - 로드 수납시스템, 샘플러 수납시스템

Ÿ 대용량 rod/sampler barrel storage 개발

Ÿ 이동식 supply & recovery system 개발

  - 로드/배럴 운영 로봇암

Ÿ 유압식 회전축 시스템 개발

Ÿ 유압식 그리퍼/매니퓰레이터 개발

Ÿ 정밀위치(회전각) 인식시스템 개발

  - 실해역 성능평가 실험(민간매칭 활용)

Ÿ 연근해 시스템 성능평가 및 검증 실험 수행

Ÿ 수심 2,500m이상 조건에서 지중 시료채취 성능평가 실험 수행

ㅇ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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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법/포지셔닝 시스템

Ÿ 수중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Ÿ 수중 플랫폼 위치 제어 기술 개발

  - 선상지원 시스템

Ÿ 시료채취 시스템용 윈치, 엄비리클 제작

Ÿ 시료채취 시스템용 전력시스템 제작

  -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Ÿ 플랫폼 환경 모니터링(가시화) 시스템 개발

Ÿ 시료채취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시료 채취 운영시스템

Ÿ 운영실 구축

Ÿ 제어, 운전, 시각화 시스템 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ㅇ 본 연구개발 사업은 실용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관련 성과목표 및 지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ㅇ 과제 성격에 따라 학제간 연구진 구성이 필요하며, 산학연 공동연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해당 분야에 선도적 위치에 있는 해외 주요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최종성과물

ㅇ 수심 2,500m급, 해저 100m급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

  (수심 2,500m급, 지반조사 심도 100m, 허용 해저면 경사 30도, 허용 해저면 전단강도 

5kPa 이상, 10톤급 콘관입실험, 피스톤 샘플링, 암반코어링, 시스템 운영실)

기대효과

ㅇ 현재 탐사를 진행 중인 통가 열수광상 이외에도 2017년경에는 피지광구에 대한 정밀 자

원량 평가와 인도양 광구도 2019년부터 자원량 평가 수행을 위한 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개발 장비를 적용하여 경비절감과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국내개발 핵심장비가 투입된다면 기술경쟁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어 향후 시장진입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음

ㅇ 세계최고 수준의 심해 굴착작업용 매카트로닉스 융합기술 개발로 조사, 작업, 건설, 저장 

등 다양한 심해 로봇산업분야로 기술 보급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총연구비: 28,000백만원 (정부출연금 21,000백만원)

ㅇ 연차별 연구비

구분
연차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구비

(백만원)

정부 2,100 12,000 6,900 21,000

민간   700  4,000 2,300  7,000

합계 2,800 18,000 9,200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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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

연구개발 목표
ㅇ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이 장착된 5,000톤 대양급(수심 2,500m) 시추 지원선박 건조

  - 중고선박 구매/개조 활용 조건

연구개발의 

필요성

ㅇ (심해저 자원 개발사업 인프라 지원) ①심해저 자원 개발사업의 기본 인프라인 해저 지질시

료 채취시스템의 국내 미보유로 인한 시의 적절한 활용 불가 ②해외 선박임차사용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시스템 구축비용 대비 임차비용 2~3년이면 회수(임차비용 50억원/회)) ③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가 필요함

ㅇ (활용 수요증가) ①심해저 자원 개발사업에서 구축하고 있는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

의 모선으로 활용 수요 증가 전망 ②수중건설로봇사업단, 미네로, 크랩스터 등 해양 대형 

ROV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따른 모선의 활용수요 급증

기술동향

ㅇ 대표적인 종합 해양지반조사 기업인 Fugro International은 다양한 해상조사, 개발을 위한 

선박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데, 해양지반조사 선박과 해양지반조사 지원 선박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선박은 대형의 크레인과 moon pool 등의 지원설비가 탑

재된 점임

ㅇ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인 JAMSTEC에서 운영 중인 해양연구선과 시추선은 다음 표와 같으

며, 시추선인 치큐는 수심 2,500m에서 7,500m까지 굴착조사 가능

ㅇ 중국 SINOPEC의 K407은 우리나라의 거가대교 건설현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

학기술원의 연구과제 수행에 가장 많이 활용된 천해용 시추선으로 선장 54.96m, 선폭 

11.68m, 총톤수 1,500톤 규모임

치큐
 

K407
 

HYSY708/COSL/중국

ㅇ 국내에서 운영되는 시추선은 한국석유공사의 두성호가 유일한데, 석유 시추조사가 목적이

며 시료채취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국내에서 대형의 ROV나 착저식 시료채

취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대형의 A-frame이 장착된 다목적 지원선은 KT-submarine사의 

미래로(호)와 세계로(호)가 대표적임

미래로(1,999톤)

 

세계로(3,323톤), 케이블선

ㅇ 국내 시추선의 수요는 해저 지반조사 및 시료채취의 필요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해왔는

데, 기존에는 제주 해저케이블, 인천대교, 거가대교, 해상풍력단지 입지 등과 같은 건설공사

를 위한 지반조사에 많이 활용되었으며, 최근에는 해저 지층탐사 연구사업, 가스하이드레이

트 탐사 사업,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관할해역 해양지질조사 등의 사업에서 활용되면서 수

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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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해저지반시추조사 실적(기획보고서)

ㅇ 수중 ROV의 모선으로 활용된 사례는 해미래, 미내로의 모선활용 실적과 국토교통부와 해

양수산부에서 개발된 해양조사 및 수중건설 장비의 모선활용 실적이 있으며, 수중건설로봇

사업단에서 2017년 이후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15년 이후 확정된 수요를 바탕

으로 추산하면 2022년 60억 원 규모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연도별 수중로봇 모선 활용 실적 및 전망

연구개발 내용

ㅇ 중고선을 활용한 해저 시추 지원선 건조

  - 대양급 다목적 지원선 건조

Ÿ 해상 위치제어 기술

Ÿ 100톤 이상 대용량 LARS(A-frame) 구축

  - 시스템 통합기술

Ÿ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통합 구축

  - 데릭시스템

Ÿ 데릭시스템 구축

Ÿ 문풀 연계 구축

ㅇ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

  - 드릴리그

Ÿ 장축(10m이상) 유압실린더/레일 구축

Ÿ Rotary head 장착

Ÿ Heave compensator 기술 장착

  - 파이프&드릴링 운영시스템

Ÿ No-riser 드릴링 시스템 구축

Ÿ wire line system 구축

  - 순환시스템

Ÿ water circulation system 구축

Ÿ 고압 대용량 water pump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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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상지원 시스템

Ÿ HPU 구축

Ÿ Hydraulic control system 구축

Ÿ Electric control system 구축

Ÿ High voltage generator 구축

Ÿ High voltage transformer 구축

  - 시료 채취 운영시스템

Ÿ 운영실 구축

Ÿ 제어, 운전, 시각화 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ㅇ 본 연구개발 사업은 실용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관련 성과목표 및 지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ㅇ 정부 출연금 대비 민간의 매칭연구비를 30% 이상 확보하여 산업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

록 참여기관을 구성함

ㅇ 과제 성격에 따라 학제간 연구진 구성이 필요하며, 산학연 공동연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해당 분야에 선도적 위치에 있는 해외 주요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최종성과물

ㅇ 대양급 해저 시추 지원선 구축(중고선 활용 개조 구축)

  (수심 2,500m급, DP, 문풀 및 200m급 선상 탑재식 시료채취시스템 장착, A-frame(LARS) 

100톤 규모)

기대효과

ㅇ 선상탑재식 시스템 장착된 국내 유일의 시추 지원선 확보로 국내 연근해 해양지반조사 및 

자원 탐사에 활용되어 해외 시추선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내 활용 및 절감

ㅇ 100톤급 A-frame(LARS)를 장착한 대형 지원선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모든 수중장비를 운영

할 수 있는 모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의 모선으로 안정적

으로 활용 가능

ㅇ 해양에서 선박 재난 발생 시 즉각 투입하여 해저 지반정보 제공 가능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총연구비: 36,000백만원 (정부출연금 27,000백만원)

ㅇ 연차별 연구비

구분
연차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구비

(백만원)

정부 15,750 6,750 4,500 27,000

민간(추정)  5,250 2,250 1,500  9,000

합 계 21,000 9,000 6,000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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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표

ㅇ 개발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 연구 수행

ㅇ 운용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과정 운영

ㅇ 개발 시스템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

연구개발의 

필요성

ㅇ 구축된 해저 시료채취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기술 개발 필요

ㅇ 국내 개발 장비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운영기술 검증 및 실해역 검증실험과 트랙레코

드 축적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ㅇ 개발 시스템에 대한 운영인력 양성을 통한 장기적인 시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기술동향

ㅇ 국내에는 수중 ROV나 수중 로봇 운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은 전무한 상태이지만,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ROV 제작사별로 전문 운영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음

ㅇ 해외에서 운영 중인 전문 교육기관으로는 Deepwater education center(UK)-VMAX™ ROV 

Simulator, Training Centre(England)-Dri-ROV Simulator, Oceaneering International, 

Inc(USA), Global Marine Systems Limited(England) 등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 기회 

제공하고 있음

연구개발 내용

ㅇ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운영기술 확보

  - 개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 구축

Ÿ 설계도면 및 문서의 DB 구축

Ÿ 운영 매뉴얼 작성

Ÿ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Ÿ 현장시험 및 해저시료채취 공정관리 프로그램 구축

  - 실내 실험동 구축 및 검증실험

Ÿ 실내 유지관리 및 실내 시추실험이 가능한 실험동 구축

Ÿ 실험동에서 다양한 현장실험과 시추검증 연구 수행

  - 핵심기술 및 통합플랫폼에 대한 기술이전 

Ÿ 핵심기술 및 통합플랫폼의 기술이전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체계 구축

Ÿ 제품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ㅇ 시스템 운영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 시스템 통합 운영 시뮬레이터 개발

Ÿ 해저 시료채취, 현장실험과 장비운영 전체를 모의할 수는 시뮬레이터 개발

Ÿ 시뮬레이터와 실제 시스템의 싱크로 기술 개발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Ÿ 시스템 운영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존 교육프로그램 활용 또는 신규 과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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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직무교육) 구축

ㅇ 신뢰성 확보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

  - 실해역 테스트베드 연구

Ÿ 구축된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와 track record를 위한 실해역 테스트베드 확보 및 장비 

검증 연구 수행

  - 국가 R&D 연계 지원 프로그램 구축

Ÿ 해저열수광상 개발연구사업,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무인 자율형 로봇개발사업 등 국가 

연구과제에 개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구축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ㅇ 본 연구개발 사업은 실용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관련 성과목표 및 지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ㅇ 정부 출연금 대비 민간의 매칭연구비를 30% 이상 확보하여 산업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

록 참여기관을 구성함

ㅇ 과제 성격에 따라 학제간 연구진 구성이 필요하며, 산학연 공동연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해당 분야에 선도적 위치에 있는 해외 주요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최종성과물

ㅇ 개발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

ㅇ 현장시험 및 해저시료채취 공정관리 프로그램

ㅇ 시스템 운영 시뮬레이터

ㅇ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ㅇ 트랙레코드 2건 이상

기대효과

ㅇ 구축된 시스템/장비의 운영기술 확보와 테스트베드 실험을 통한 트랙레코드 축적은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로 장비의 진출, 운영기술의 진출이 가능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시뮬레이터와 수중 장비 운영, 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산

업의 기초를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수중 장비 분야에서 인적 경쟁력을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총연구비: 24,000백만원 (정부출연금 18,000백만원)

ㅇ 연차별 연구비

구분
연차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구비

(백만원)

정부 2,550 6,000 5,400 2,100 1,950 18,000

민간(추정)   850 2,000 1,800   700  650  6,000

합 계 3,400 8,000 7,200 2,800 2,600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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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기획연구』

역량진단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KIMST 해양연구기획사업「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기
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은 연근해 지반조사에서부터 가스하
이드레이트나 수심 2,500m 이상 해저광산의 지반조사에 활용되는 장비이며, 우리나라에는 시
료채취 목적의 지반조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의 시추선을 활용해왔고 최근에는 호주의 
PROD와 같은 해저면 착저식 시스템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기획연구에서는 해양개발
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해양 자원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장비인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2,500m급 해저 지반조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추진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토목, 해양, 지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
스템 개발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고
견은 본 기획연구의 성공적인 추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내용은 조사 목적에만 사
용되며, 비밀은 절대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20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권오순

▶ 문의처 및 제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공학연구본부 권오순 (031-400-6311, oskwon@kiost.ac.kr)

※ 일반 현황 (굵은 네모칸 안에 내용 또는 숫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기  관  명

성            별 (1) 남성    (2) 여성

연 령 (1) 30대    (2) 40대   (3) 50대   (4) 60대

소  속 (1) 산업계 (2) 학계   (3) 연구계   (4) 정부/지자체   (5) 기타

최 종 학 위 (1) 박사    (2) 석사   (3) 학사   (4) 기타

전 공

직  책

해 당 분 야 경 력
( 석 사 이 후 ) (1) 4년 이하    (2) 5-10년    (3) 11-15년    (4) 16-20년    (5) 20년 이상

 B 역량진단(R3I)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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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요령 : ▶보기 문항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란(네모칸)에 번
호를 적어주시거나, ▶주관식문항의 경우는 직접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I.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자원수준 (Resources)

[인력1] 우리나라가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수

준의 연구개발 인력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적인 측면)

[인력2]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자들 간의 개인적 혹은 연구 집

단간 네트워크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적인 측면)

[조직체계1]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여건에 적

합한 연구개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제도1] 우리나라는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적절

한 수준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산/법/제도2] 우리나라는 국내⋅외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체제 및 제도를 구비하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프라1] 국내에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시설(정보시스템 포함)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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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운용수준(Readiness)

[인력의 전문역량1] 국내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등 전문성은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어떻습니까?

[인력의 전문역량2]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자/연구집단/연구과
제 간의 네트워킹 등 협동/협력은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산/법/제도 운용1] 재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며, 법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프라활용1]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 장비의 공유 정도와 

활용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프라활용2] 관련 연구지원 시설(정보화시스템 포함) 및 인프라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 조직 운영/문화1]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관
연구책임자 - 세부과제책임자 - 연구원』 간에는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어
십(Followership)이 적절히 형성되어서 적절한 권한위임(Empowerment)에 의
해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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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성과수준(Realizability)

[미시적 성과1]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자의 해당분야 논문 및 
특허성과는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까? (질적
인 측면)

[미시적 성과2] 국내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자의 해당분야 실
용화 및 사업화 실적 등은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까?

[거시적 성과1]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사업에서 연구된 핵심기술이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높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거시적 성과2]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에서 도출된 핵심기술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녹색성장, 국격 제고 등의 국가 정책추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
다/높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과평가1] 연구자 이외 외부인(여타 분야 연구자, 산업계, 관련기관 등)들이 해
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사업의 성과 수준을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
십니까?

[성과평가2]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관련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저 지질시

료 채취시스템 개발사업의 성과 수준이 높다/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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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혁신수준(Innovation)

[미래방향 인식1]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이 국가의 녹색성장과 신성장동
력 창출 등의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6T(IT/육상BT/NT(나노)/ET(환경)/ST(우
주)/CT(문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긍심1]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긍

심(자발적 참여/노력 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의지1] 향후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사업 연구과제가 새롭게 기획되

면, 여기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혁신의지2]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창의/혁신 의욕과 

노력의 정도는 국내의 여타 분야(IT/육상BT/NT(나노)/ET(환경)/ST(우주)/CT(문

화)) 혹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합니까?

[기술수준 인식1]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자로서 다음 각 분야

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몇 퍼센트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추선(선상탑재식 시료채취 시스템 장착) 선박 제작 기술 : 선진국 대비 ( )% 수준

② 시추선 데릭, 드릴리그 제작 기술 : 선진국 대비 ( )% 수준

③ 시추선 라이저, 머드써큘레이션 시스템 제작 기술 : 선진국 대비 ( )% 수준

④ 수심 2,500m급 수중 ROV 제작 기술 : 선진국 대비 ( )% 수준

⑤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 드릴링 시스템 제작 기술 : 선진국 대비 ( )% 수준

⑥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 샘플러, 코어러 제작 기술 : 선진국 대비 ( )%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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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인식2] 현재의 우리나라 해저 지질시료 채취시스템 발 분야 발전 속도
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
측하십니까?

① 5년 이내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불가능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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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Methods� for� seabed� piston� coring

출원인 BENTHIC� GEOTECH� PTY� LTD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0485777A 출원일 2000-02-15

공개(등록)번호 US6394192B1 공개(등록)일 2002-05-28

기술요약

A� method� of� acquiring� a� core� sample� of� seabed� material� into� a� core�

sampling� tube� having� an� upper� end,� a� lower� open� end� and� a� substantially�

cylindrical� chamber� extending� therebetween,� comprising� the� steps� of� urging�

the� core� sampling� tube� into� the� seabed� and� simultaneously� withdrawing�

fluid� from� the� upper� end� of� the� core� sampling� tube� at� a� rate� sufficient� to�

cause� the� seabed� material� to� be� drawn� into� the� core� tube� at� substantially�

the� same� rate� as� the� core� tube� penetrates� the� seabed.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method� of� acquiring� a� core� sample� of� seabed� material� into� a� core�

sampling� tube� having� an� upper� end,� a� lower� open� end� and� a� substantially�

cylindrical� chamber� extending� therebetween,� comprising� the� steps� of:�

(a)� urging� the� core� sampling� tube� into� the� seabed� and�

(b)� simultaneously� withdrawing� fluid� from� the� upper� end� of� the� core�

sampling� tube� at� a� rate� sufficient� to� cause� the� seabed� material� to� be�

drawn� into� the� core� tube� at� substantially� the� same� rate� as� the� core� tube�

penetrates� the� seabed.

 C 해저면 착저식 시료채취시스템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1>� US639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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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recovering� core� samples� under� pressure

출원인 JAPAN� NAT� OIL� CORP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1779896A 출원일 2001-02-08

공개(등록)번호 US6659204B2 공개(등록)일 2003-12-09

기술요약

A� pressure� and� temperature� core� sampler� comprises� a� tool� for� recovering�

cores� specifically� enabling� the� evaluation� of� methane� hydrate� resources.�

Because� methane� hydrate� tends� to� decompose� under� conditions� of� pressure�

decrease� and/or� temperature� increase� as� the� samples� are� retrieved� to� the�

surface,� a� coring� too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

self-contained� system� for� retrieving� core� samples� at� or� near� in� situ� pressure�

while� cooling� the� core� sample.� The� coring� tool� is� preferably� a� wire� line�

retrievable� device� that� provides� for� nearly� continuous� coring� during� the�

drilling� operation.

�� 도면

대표청구항

[��� 1]

An� apparatus� for� retrieving� a� core� sample� under� pressure,� comprising:�

an� outer� barrel;�

an� inner� barrel� having� a� first� end� and� a� second� end� and� defining� a�

pressure� chamber� therein� between� selectively� disposable� within� said� outer�

barrel,� said� inner� barrel� comprised� of� an� inner� tube� and� an� outer� tube,�

said� inner� tube� being� selectively� longitudinally� movable� relative� to� said� outer�

tube;�

a� valve� connected� to� the� inner� barrel� proximate� said� second� end� for�

sealing� said� inner� barrel� to� form� said� pressure� chamber;�

a� linkage� mechanism� interconnected� between� said� valve� and� said� outer�

tube� for� closing� said� valve� when� one� of� said� inner� tube� and� said� outer�

tube� longitudinally� moves� relative� to� the� other;�

at� least� one� selectively� releasable� latching� mechanism� for� selectively� securing�

the� inner� tube� to� the� outer� tube;� and�

a� second� selectively� releasable� latching� mechanism� for� selectively� securing� at�

least� a� portion� of� the� inner� barrel� to� the� outer� barrel� wherein� said� inner�

barrel� is� selectively� longitudinally� movable� relative� to� the� outer� barrel� for�

recovering� the� inner� barrel� containing� a� core� sample� under� pressure� while�

leaving� the� outer� barrel� downhole.

<2>� US665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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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The� core� sampling� method,� submarine� core� sampling� apparatus,� and�

submarine� core� sampling� system� of� a� submarine� ground

출원인
KAIYO� KAGAKU� GIJUTSU�

CENT
출원국가 일본

출원번호 JP1994104904A 출원일 1994-04-19

공개(등록)번호 JP03533614B2 공개(등록)일 2004-05-31

기술요약

PURPOSE:� To� set� a� core� sampling� device� at� a� specific� position� of� the� object� seabottom�

ground� accurately,� to� carry� out� the� sampling� at� an� accurate� position,� and� at� the� same� time,�

to� reduce� the� vessel� operating� burden� and� to� recover� the� core� sampling� device� easily.

CONSTITUTION:� This� seabottom� core� sampling� device� 1� has� buoyancy� bodies� 2� and� 3,� and� a�

weight� 4� demountably� installed,� and� it� is� thrown� into� the� sea� from� a� main� vessel.� When� it�

reaches� the� seabottom,� it� is� maintained� by� a� manipulator� 21� provided� to� a� submarine� boat�

20,� and� seated� at� a� specific� position.� After� that,� the� seabottom� ground� is� excavated� by� the�

core� sampling� device� 1� to� pick� up� a� sample,� and� after� picking� up� the� sample� of� the�

seabottom� ground,� the� weight� 4� demountably� installed� in� the� core� sampling� device� 1� is�

disconnected,� and� the� core� sampling� device� is� floated� up� by� the� buoyancy� of� the� buoyant�

bodies� 2� and� 3,� and� recovered.

�� 도면

대표청구항

[��� 1]
The� motor� made� to� rotate� a� detachable� buoyancy� body� and� the� spindle� for�
excavation� in� part,
The� motor� which� advances� or� reverse|retreats� the� said� spindle� for� excavation,
The� submarine� core� sampling� apparatus� with� which� it� has� arrange|positioned� in� the�
space� in� which� the� tank� having� the� power� supply� storage� battery� electrically� fed� on�
the� motor� made� to� rotate� this� motor� and� the� said� spindle� for� excavation� was�
formed� of� the� plain� view� of� the� frame,� and� several� detachable� weight� is�
arrange|positioned� at� the� bottom� part� of� a� frame,
It� is� the� core� sampling� method� of� a� submarine� ground� of� performing� the� core�
sampling� of� a� submarine� ground� using� the� submarine� boat� provided� with� the�
manipulator� which� holds� the� part� except� the� bottom� part� and� top� part� of� the� said�
frame,� hold|maintains� the� said� submarine� core� sampling� apparatus,� and� makes� a�
submarine� predetermined� position� seating,
Comprising:
From� a� depot� ship,� the� said� submarine� core� sampling� apparatus� is� thrown� into�
underwater,� and� is� sunk� with� dead� weight,
When� arriving� at� a� sea-bottom,� the� part� except� the� bottom� part� and� top� part� of� the�
said� frame� is� held� with� the� manipulator� with� which� the� submarine� boat� was�
equipped,� the� said� submarine� core� sampling� apparatus� is� hold|maintained,� and� a�
predetermined� position� is� made� to� seat.
By� electrically� feeding� from� the� power� supply� storage� battery� of� a� submarine� core�
sampling� apparatus� based� on� the� signal� from� the� said� submarine� boat,� the� motor�
which� advances� or� reverse|retreats� the� said� spindle� for� excavation� is� started� into�
operation,� and� the� spindle� for� excavation� is� advanced,
Next,� the� motor� turning� around� the� spindle� for� excavation� is� started� into� operation,�
a� submarine� ground� is� excavated,� and� the� sample� is� extract|collected,
After� extract|collecting� the� sample� of� a� submarine� ground,� the� motor� which�
advances� or� reverse|retreats� the� said� spindle� for� excavation� is� started� into� operation,�
and� the� spindle� for� excavation� is� reverse|retreated,
The� weight� attached� to� the� core� sampling� apparatus� so� that� cutting-away� was�
possible� was� cut� away,
By� the� buoyancy� of� the� buoyancy� body� attached� to� the� core� sampling� apparatus,� a�
core� sampling� apparatus� is� surfaced� and� are� collect|recovered.
The� core� sampling� method� of� the� submarine� ground� characterized� by� the�
above-mentioned.

<3>� JP035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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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METHODS� FOR� SEABED� PISTON� CORING

출원인 BENTHIC� GEOTECH� PTY� LTD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1998938518A 출원일 1998-08-13

공개(등록)번호 EP1005603B1 공개(등록)일 2004-06-23

기술요약

A� method� of� acquiring� a� core� sample� of� seabed� material� into� a� core�

sampling� tube� having� an� upper� end,� a� lower� open� end� and� a� substantially�

cylindrical� chamber� extending� therebetween,� comprising� the� steps� of� urging�

the� core� sampling� tube� into� the� seabed� and� simultaneously� withdrawing�

fluid� from� the� upper� end� of� the� core� sampling� tube� at� a� rate� sufficient� to�

cause� the� seabed� material� to� be� drawn� into� the� core� tube� at� substantially�

the� same� rate� as� the� core� tube� penetrates� the� seabed.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method� of� acquiring� a� core� sample� of� seabed� material� into� a� core�

sampling� tube� (12-4)� having� an� upper� end,� a� lower� open� end� and� a�

substantially� cylindrical� chamber� (12-6)� extending� therebetween,� comprising�

the� step� of:

urging� the� core� sampling� tube� (12-4)� into� the� seabed;

the� method� being� characterised� by� the� step� of:

simultaneously� withdrawing� fluid� from� the� upper� end� of� the� core� sampling�

tube� (12-4)� at� a� rate� sufficient� to� cause� the� seabed� material� to� be� drawn�

into� the� core� sampling� tube� (12-4)� at� substantially� the� same� rate� as� the�

core� sampling� tube� (12-4)� penetrates� the� seabed.

<4>� EP1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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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A� stationary� piston� sampler� with� a� cone|corn� function

출원인 KAIJO� KK 출원국가 일본

출원번호 JP2002200500A 출원일 2002-07-09

공개(등록)번호 JP03662007B2 공개(등록)일 2005-06-22

기술요약

PROBLEM� TO� BE� SOLVED:� To� select� a� cone� intrusion� test� of� high� accuracy� and�

ground� sampling� using� a� fixed� piston.

SOLUTION:� In� this� fixed� piston� sampler� with� a� cone� function,� a� cone� part� 5� with�

the� cone� function� is� disposed� at� the� tip� of� a� piston� 6� in� a� hollow� pipe� of� the�

fixed� piston� type� sampler� for� extracting� a� sample� from� the� ground� by� mounting� a�

cylinder� 2� of� the� piston� 6� in� the� hollow� pipe,� disposing� a� tube� 3� for� extracting� a�

soil� sample� in� the� hollow� pipe,� and� inserting� the� tube� 3� into� the� ground.� The�

cone� tip� is� inserted� in� the� ground� by� the� pressing� action� of� the� piston� without�

boring� the� ground,� and� cone� information� is� obtained� by� various� inspection� sensors�

arranged� at� the� cone� tip,� or� the� tube� is� inserted� in� the� ground� with� the� cone�

part� as� the� fixed� piston� to� extract� an� undisturbed� sample.

�� 도면

대표청구항

[��� 1]

In� the� stationary� piston� sampler� which� inserts� a� hollow� tube� into� a� ground�

and� investigates� a� ground,

� Let� a� hollow� tube� be� the� cylinder� of� a� piston,�

� The� connection� tool� which� fixes� this� cylinder� body� and� piston� rod� is�

arranged,�

� The� midair|hollow� piston� supported� so� that� it� can� slide� freely� within� the�

annular-part� part� formed� with� this� cylinder� body� and� piston� rod� is�

incorporated,�

� It� adheres� upon� a� tube� to� the� front� end� side� of� this� midair|hollow� piston,�

� The� partition� member� which� divides� into� an� up-and-down� room|chamber�

the� cavity� formed� in� said� midair|hollow� piston� is� fixed� to� said� piston� rod,�

� The� supply� path� which� supplies� an� action|operation� medium� to� the� space�

between� said� connection� tool� and� the� upper� room|chamber� of� said�

midair|hollow� piston� and� divided� lower� room|chamber� interior� of� the� cavity�

of� said� midair|hollow� piston� is� provided,� and� it� attaches� so� that� the�

cone|corn� part� arranged� at� the� front-end|tip� part� of� said� midair|hollow�

piston� can� be� replaced|exchanged,�

� The� various� sensor� for� a� ground� test|inspection� is� arranged� at� this�

cone|corn� part,�

� The� stationary� piston� sampler� with� a� cone|corn� function� characterized� by�

the� above-mentioned.

<5>� JP036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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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CORING� TOOL�WITH� RETENTION� DEVICE

출원인
SCHLUMBERGER� CANADA�

LTD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3707505A 출원일 2003-12-18

공개(등록)번호 US20050133267A1 공개(등록)일 2005-06-23

기술요약

In� some� embodiments,� the� invention� relates� to� a� sidewall� coring� tool� that�

includes� a� tool� body,� a� hollow� coring� shaft� extendable� from� the� tool� body,�

and� a� formation� cutter� disposed� at� a� distal� end� of� the� hollow� coring� shaft.�

The� coring� tool� includes� a� retention� member� segmented� into� a� plurality� of�

petals� and� disposed� proximate� a� distal� end� of� the� internal� shaft.� An�

internal� sleeve� may� be� disposed� inside� the� hollow� coring� shaft.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sidewall� coring� tool,� comprising:�

a� tool� body;�

a� hollow� coring� shaft� extendable� from� the� tool� body;�

a� formation� cutter� disposed� at� a� distal� end� of� the� hollow� coring� shaft;� and�

a� retention� member� defining� one� of� a� plurality� of� petals,� an� aperture� and�

combinations� thereof,� the� retention� member� disposed� in� the� hollow� coring�

shaft.

<6>� US2005013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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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Remote-control� wire� line� core� sampling� apparatus

출원인
MITSUI� ENG� &�

SHIPBUILDING� CO� LTD
출원국가 일본

출원번호 JP2003313972A 출원일 2003-09-05

공개(등록)번호 JP03803338B2 공개(등록)일 2006-08-02

기술요약

PROBLEM� TO� BE� SOLVED:� To� attain� an� increased� efficiency� of� work� and� the�

maintenance� of� a� hole� wall� by� using� a� submerged� type� boring� machine� in� the� sea�

bottom� and� adapting� a� wire� line� system.

SOLUTION:� This� wire� line� core� sampling� device� uses� a� boring� rod� held� by� the� chuck�

of� the� boring� machine,� a� wire� line� core� barrel� having� a� bit� for� annularly�

excavating� the� ground� at� the� tip,� an� overshot� assembly� detachably� incorporated�

therein,� and� an� overshot� assembly� 5� having� the� function� of� being� engaged� with�

the� upper� end� part� of� the� assembly.� In� this� device,� a� water� swivel� 18� including�

water� feed� ports� 3� and� 4� at� an� upper� portion� and� a� lower� portion� and� the�

modified� built-in� overshot� assembly� 5� resident� in� the� middle� thereof� is� used.

�� 도면

대표청구항

[��� 1]

The� wire� line� core� sampling� apparatus� which� uses� the� inner� tube� assembly�

incorporated� so� that� it� could� attach� or� detach� to� the� drill� rod�

grasped|ascertained� by� the� chuck|zipper� of� a� boring� machine,� the� wire� line�

core� barrel� equipped� with� the� bit� which� excavates� a� ground� to� a�

cyclic|annular� form� at� the� front-end|tip,� and� its� inside,� and� the� over� shot�

assembly� equipped� with� the� function� engaged� with� the� top� edge� part� of�

the� inner� tube� assembly

� WHEREIN:�

� An� inlet� is� provided� at� upper� part� and� the� lower� part,� and� internal� organs�

and� the� water� swivel� stationed� permanently� are� used� in� the� middle� for� the�

over� shot� assembly,�

� The� remote-control� wire� line� core� sampling� apparatus� characterized� by� the�

above-mentioned.

<7>� JP038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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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The� method,� core� sample� extraction|collection� pipe|tube,� and� submarine�

coring� system� of� a� submarine� piston� coring

출원인 BENTHIC� GEOTECH� PTY� LTD 출원국가 일본

출원번호 JP2000509933A 출원일 1998-08-13

공개(등록)번호 JP04078030B2 공개(등록)일 2008-04-23

기술요약

A� method� of� acquiring� a� core� sample� of� seabed� material� into� a� core�

sampling� tube� having� an� upper� end,� a� lower� open� end� and� a� substantially�

cylindrical� chamber� extending� therebetween,� comprising� the� steps� of� urging�

the� core� sampling� tube� into� the� seabed� and� simultaneously� withdrawing�

fluid� from� the� upper� end� of� the� core� sampling� tube� at� a� rate� sufficient� to�

cause� the� seabed� material� to� be� drawn� into� the� core� tube� at� substantially�

the� same� rate� as� the� core� tube� penetrates� the� seabed.

�� 도면

대표청구항

[��� 1]

It� is� the� method� to� acquire� the� core� sample� of� a� submarine� substance� in� a�

upper-side� edge� part,� a� lower-side� opening� edge� part,� and� the� core� sample�

extraction|collection� pipe|tube� that� is� extended� among� them� and� that� has� a�

cylindrical� chamber� substantially,

� Comprising:�

� The� step� which� urges|biases� the� said� core� sample� extraction|collection�

pipe|tube� in� a� sea-bottom,�

� The� said� core� sample� extraction|collection� pipe|tube� is� the� substantially�

same� speed|velocity� as� protrude|plunging� into� a� sea-bottom,�

� Comprising:�

� Method� to� comprise� the� step� which� pulls� up� a� liquid� from� the� said�

upper-side� edge� part� of� the� said� core� sample� extraction|collection� pipe|tube�

simultaneously� with� sufficient� speed|velocity� for� a� submarine� substance� to�

be� drawn� in� in� the� said� core� sample� extraction|collection� pipe|tube.

<8>� JP0407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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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non-destructive� ordnance� recovery� system�

and� method

출원인 BARTON� J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6376508A 출원일 2006-03-15

공개(등록)번호 US7363844B2 공개(등록)일 2008-04-29

기술요약

A� remote� operated,� underwater� non-destructive� ordnance� recovery� system,�
includes� a� powered� remote� controller,� a� floating� remote� controlled�
transceiver� wired� to� a� remote� disposal� unit� having� a� hydraulic� grapple,� an�
ordnance� recovery� basket,� and� the� method� in� which� these� devices� are� used�
to� extract� unexploded� underwater� ordnance.� The� remote� disposal� unit�
includes� an� electrically� driven� internal� hydraulic� pump� with� bio-degradable�
hydraulic� fluid� in� a� closed� loop� system.� A� base� includes� variable� footplates�
to� stabilize� the� hydraulic� grapple� by� remotely� adjustable� telescoping� legs.� A�
control� head� that� receives� signals� from� control� cables� and� transfers� them�
into� hydraulic� value� actuation,� an� extendable� fully� rotating� boom,� two�
ballast� tubes,� a� rotating� grapple,� and� lighted� underwater� cameras� on� the�
control� box� and� ballast� tubes� are� also� included� in� remote� disposal� unit.

�� 도면

대표청구항

[��� 1]
An� underwater� recovery� system� for� disposing� of� unexploded� ordnance�
comprising:�
a� wireless� remote� controller� having� a� plurality� of� switches� for� creating�
control� signals,� said� remote� control� including� a� power� supply,� and� a� first�
transceiver� that� transmits� the� control� signals� to� open� and� close� a� plurality�
of� valves� and� receives� live� video� feed;�
a� fluid� actuated� grapple� including� a� pair� of� jaws� and� arranged� at� an� end�
of� a� fluid� actuated� boom,� said� grapple� including� a� plurality� of� pistons�
arranged� to� cause� the� pair� of� jaws� to� open� and� close,� tilt� up� and� down,�
and� twist� right� and� left;�
video� cameras� providing� the� live� video� feed� to� the� wireless� remote�
controller;�
a� plurality� of� hoses� connected� to� the� plurality� of� pistons� such� that� said�
pistons� may� be� extended� or� retracted� to� control� a� direction� of� movement�
and� orientation� of� the� fluid� actuated� grapple� to� grip� an� unexploded�
ordnance;�
a� pump� connected� between� a� fluid� reservoir� and� the� plurality� of� pistons� for�
providing� fluid� pressure� to� extend� and� retract� said� pistons;�
a� control� head� comprising� said� plurality� of� valves� and� further� including� a�
floating� transceiver� coupled� to� said� control� head� via� a� cable� for� receiving� at�
least� said� control� signals� to� open� and� close� the� plurality� of� valves� to� vary�
the� fluid� pressure� in� each� hose� such� that� the� pistons� are� independently�
extended� and� retracted� by� changing� a� position� of� a� respective� switch� of�
the� plurality� of� switches� on� the� remote� controller;�
a� power� source� connected� to� said� pump� and� the� control� head� for�
providing� power� thereto� for� operating� each;� and,�
an� incompressible� fluid� that� flows� through� the� fluid� hoses.

<9>� US7363844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획연구보고서

208

��� 명칭 Control� System� For� An� Articulated� Manipulator� Arm

출원인
FORUM� ENERGY�

TECHNOLOGIES� INC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7791496A 출원일 2007-12-03

공개(등록)번호 US20080109108A1 공개(등록)일 2008-05-08

기술요약

A� control� system� for� an� articulated� manipulator� arm,� the� manipulator� arm�

having�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said� control� system� comprising� a�

master� controller� moveable� to� replicate� the�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means� for� determining�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ster� controller� in� each� direction� replicating� a� degree�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and� control� means� for� controlling�

actuation� of� the� manipulator� arm� whereby�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nipulator� arm� in� each� of� said�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is�

proportional� to�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ster� controller� in� each�

direction� replicating� a� degree�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control� system� for� an� articulated� manipulator� arm,� the� manipulator� arm�

having�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said� control� system� comprising� a�

master� controller� moveable� to� replicate� the�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means� for� determining�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ster� controller� in� each� direction� replicating� a� degree�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and� control� means� for� controlling�

actuation� of� the� manipulator� arm� whereby�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nipulator� arm� in� each� of� said�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is�

proportional� to�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ster� controller� in� each�

direction� replicating� a� degree�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10>� US2008010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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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Tool� Handling� Device� in� a� Drillrig� That� is� Situated� on� the� Sea� Bed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7910881A 출원일 2007-12-28

공개(등록)번호 US20080271922A1 공개(등록)일 2008-11-06

기술요약

A� drilling� rig� device� (1)� situated� on� the� seabed� (11),� where� the� drilling� rig�

(1)� is� sealingly� enclosed� against� the� surroundings,� and� where� the� drill� floor�

(26)� of� the� drilling� rig� (1)� is� provided� with� an� automated� handling� means�

(24)� and� a� cartridge� (27)� for� storage� of� tools� and� components,� the�

automated� handling� means� (24)� being� arranged� at� least� to� handle� and�

transport� tools� and� components� between� the� drilling� centre� (22)� of� the�

drilling� rig� (1)� and� the� cartridge� (27)� for� storage� of� tools� and� components.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drilling� rig� device� situated� on� the� seabed,� where� the� drilling� rig� is�

sealingly� enclosed� against� the� surroundings,� wherein� the� drill� floor� of� the�

drilling� rig� is� provided� with� an� automated� handling� means� and� a� cartridge�

for� storage� of� tools� and� components,� the� automated� handling� means� being�

arranged� at� least� to� handle� and� transport� tools� and� components� between�

the� drilling� centre� of� the� drilling� rig� and� the� cartridge� for� storage� of� tools�

and� components.

<11>� US200802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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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DRILLING� RIG� SITUATED� ON� THE� SEABED,� INCLUDING� A� SEPARATION�

DEVICE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07715972A 출원일 2007-03-16

공개(등록)번호 EP1996788A1 공개(등록)일 2008-12-03

기술요약

A� drilling� rig� device� (1)� situated� on� the� seabed� (11),� where� the� drilling� rig�

(1)� is� sealingly� enclosed� against� the� surroundings,� wherein� the� drilling� rig�

(1)� is� liquid-filled� and� provided� with� a� separator� (16)� arranged� to� separate�

material� (17)� from� the� liquid.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drilling� rig� device� (1)� situated� on� the� seabed� (11),� where� the� drilling� rig�

(1)� is� sealingly� enclosed� against� the� surroundings,� characterized� in� that� the�

drilling� rig� (1)� is� liquid-filled� and� provided� with� a� separator� (16)� arranged� to�

separate� material� (17)� from� the� liquid.

<12>� EP1996788



부  록

211

��� 명칭 CONTROL� SYSTEM� FOR� AN� ARTICULATED�MANIPULATOR� ARM

출원인
FORUM� ENERGY�

TECHNOLOGIES� INC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05809447A 출원일 2005-11-10

공개(등록)번호 EP1827768B1 공개(등록)일 2008-12-24

기술요약

A� control� system� for� an� articulated� manipulator� arm� (1),� the� manipulator�

arm� having�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said� control� system�

comprising� a� master� controller� (10)� moveable� to� replicate� the�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1);� means� for� determining�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ster� controller� in� each� direction� replicating� a�

degree�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and� control� means� (200)� for�

controlling� actuation� of� the� manipulator� arm� whereby�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nipulator� arm� in� each� of� said�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is� proportional� to�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ster�

controller� (10)� in� each� direction� replicating� a� degree�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control� system� for� an� articulated� manipulator� arm� (1),� the� manipulator�

arm� having�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said� control� system�

comprising� a� master� controller� (10)� moveable� to� replicate� the�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1),� means� for� determining�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ster� controller� (10)� in� each� direction� replicating�

a� degree�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and� control� means� (200)� for�

controlling� actuation� of� the� manipulator� arm� whereby�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nipulator� arm� in� each� of� said� at� least� three� degrees�

of� freedom� is� proportional� to� the� rate� of� movement� of� the� master�

controller� (10)� in� each� direction� replicating� a� degree� of� freedom� of� the�

manipulator� arm.

<13>� EP18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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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Separation� Device� for� Material� from� a� Power� Tong� on� a� Drilling� Rig�

Situated� on� the� Sea� Bed

출원인 HAUGHOM� P� O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7910868A 출원일 2008-01-02

공개(등록)번호 US20090014213A1 공개(등록)일 2009-01-15

기술요약

A� drilling� rig� device� (1)� situated� on� the� seabed� (11),� where� the� drilling� rig�

(1)� is� sealingly� enclosed� against� the� surroundings,� wherein� the� pipe� (23)�

coupling� unit� (24)� of� the� drilling� rig� (1)� is� closed,� provided� with� seals� (25)�

against� the� pipe� (23)� and� connected� to� a� liquid� collector� and� separator�

(33).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drilling� rig� device� situated� on� the� seabed,� where� the� drilling� rig� is�

sealingly� enclosed� against� the� surroundings,� wherein� the� pipe� coupling� unit�

of� the� drilling� rig� is� closed,� provided� with� seals� against� the� pipe� and�

connected� to� a� liquid� collector� and� separator.

<14>� US20090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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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Subsea� Drilling� System� and� Method� for� Operating� the� Drilling� System

출원인
FORUM� ENERGY�

TECHNOLOGIES� INC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8972080A 출원일 2008-01-10

공개(등록)번호 US20090178848A1 공개(등록)일 2009-07-16

기술요약

A� subsea� drilling� system� includes� a� drilling� module� having� a� tool� carousel�

being� removable� and� replaceable� in� or� out� of� water,� a� skid� module� and� an�

ROV� to� be� connected� to� and� disconnected� from� the� skid� module� in� or� out�

of� water,� for� operating� the� subsea� drilling� system� with� the� ROV.� A� method�

for� operating� a� subsea� drilling� system� includes� removing� a� tool� carousel�

from� a� drilling� module� and� replacing� the� tool� carousel� with� another� tool�

carousel,� in� or� out� of� water.� An� ROV� is� connected� to� a� skid� module� and�

disconnected� from� the� skid� module� in� or� out� of� water.� The� subsea� drilling�

system� is� operated� with� the� ROV.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subsea� drilling� system,� comprising:�

a� drilling� module� having� a� tool� carousel� being� removable� and� replaceable�

in� or� out� of� water;�

a� skid� module;� and�

an� ROV� to� be� connected� to� and� disconnected� from� said� skid� module� in� or�

out� of� water� for� operating� the� subsea� drilling� system� with� said� ROV.

<15>� US2009017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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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Method� and� Device� for� Subsea�Wire� Line� Drilling

출원인
FORUM� ENERGY�

TECHNOLOGIES� INC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8972088A 출원일 2008-01-10

공개(등록)번호 US20090178847A1 공개(등록)일 2009-07-16

기술요약
A� method� and� a� device� for� subsea� wire� line� drilling� permit� the� recovery� of�

a� full� core� barrel� with� a� coiled� tubing,� without� pulling� up� a� drill� string.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method� for� subsea� wire� line� drilling,� the� method� comprising� the�

following� steps:�

drilling� a� hole� in� a� seafloor� with� a� drill� string;�

running� coiled� tubing� down� the� drill� string� to� a� full� core� barrel� having� a�

core� and� latching� the� coiled� tubing� onto� the� full� core� barrel;�

recovering� the� full� core� barrel� with� the� coiled� tubing� without� pulling� up�

the� drill� string;�

inserting� the� full� core� barrel� into� a� tool� carousel;�

retrieving� an� empty� core� barrel� from� the� tool� carousel;�

attaching� the� coiled� tubing� to� the� empty� core� barrel;�

lowering� the� empty� core� barrel� into� the� drill� string;�

unlatching� the� coiled� tubing� from� the� empty� core� barrel;� and�

restarting� drilling� to� recover� another� core.

<16>� US2009017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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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Wireline� System

출원인 TGH� US� INC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9423408A 출원일 2009-04-14

공개(등록)번호 US20090255728A1 공개(등록)일 2009-10-15

기술요약

A� device� and� a� method� for� seabed� and� water� bottom� drilling,� core�

sampling� and� measuring,� include� a� vertically� movable� and� horizontally� fixed�

cross� beam,� a� winch� fixed� to� the� cross� beam� and� having� a� rope� wound�

thereon,� a� drill� head� disposed� on� the� cross� beam,� a� spindle� having� a� bore�

formed� therein� and� being� driven� by� the� drill� head� and� an� overshot� having�

one� end� connected� to� the� rope� and� another� end� passing� through� the� bore�

in� the� spindle� for� attachment� to� and� detachment� from� a� drilling� tool� of� a�

drillstring.� The� spindle,� the� rope� and� the� drillstring� together� define� a�

common� centerline� during� attachment� and� detachment� of� the� overshot� to�

and� from� a� drilling� tool� and� during� drilling.� A� lift� rod� connected� between�

the� rope� and� the� overshot� can� be� pulled� into� the� bore� in� the� spindle� prior�

to� commencing� rotary� drilling� for� sealing� the� top� of� the� bore.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device� for� seabed� and� water� bottom� drilling,� core� sampling� and�

measuring,� the� device� comprising:�

a� vertically� movable� and� horizontally� fixed� cross� beam;�

a� winch� fixed� to� said� cross� beam,� said� winch� having� a� rope� wound�

thereon;�

a� drill� head� disposed� on� said� cross� beam;�

a� spindle� having� a� bore� formed� therein,� said� spindle� being� driven� by� said�

drill� head;� and�

an� overshot� having� one� end� connected� to� said� rope� and� another� end�

passing� through� said� bore� in� said� spindle� for� attachment� to� and�

detachment� from� a� drilling� tool� of� a� drillstring;�

said� spindle,� said� rope� and� the� drillstring� together� defining� a� common�

centerline� during� attachment� and� detachment� of� said� overshot� to� and� from�

a� drilling� tool� and� during� drilling.

<17>� US200902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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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Separation� device� for� material� from� a� drilling� rig� situated� on� the� seabed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7910823A 출원일 2008-01-02

공개(등록)번호 US7644768B2 공개(등록)일 2010-01-12

기술요약

A� drilling� rig� device� (1)� situated� on� the� seabed� (11),� where� the� drilling� rig�

(1)� is� sealingly� enclosed� against� the� surroundings,� wherein� the� drilling� rig�

(1)� is� liquid-filled� and� provided� with� a� separator� (16)� arranged� to� separate�

material� (17)� from� the� liquid.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drilling� rig� device� comprising:�

a� submerged� drilling� rig� that� is� sealed� and� enclosed� against� the�

surroundings,� and� which� is� anchorable� to� the� seabed;�

a� circulation� system� attached� to� the� drilling� rig� for� circulating� liquid� in� the�

drilling� rig� such� that� the� drilling� rig� is� liquid-filled� in� use;� and�

a� separator� forming� part� of� the� circulation� system� and� in� communication�

with� the� drilling� rig� that� is� arranged� to� separate� material� discharged� from�

drilling� operations� performed� by� the� submerged� drilling� rig� from� the� liquid.

<18>� US764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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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REMOTELY� OPERATED� WATER� BOTTOM� BASED� DRILLING� SYSTEM� USING�

CABLE� FOR� AUXILIARY� OPERATIONS

출원인
WILLIAMSON� &� ASSOCIATES�

INC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EP2008769144A 출원일 2008-04-15

공개(등록)번호 EP2156010A2 공개(등록)일 2010-02-24

기술요약

A� method� for� drilling� formations� below� the� bottom� of� a� body� of� water�

includes� disposing� a� drilling� system� on� the� bottom� of� the� body� of� water.�

The� formations� are� drilled� by� rotating� a� first� drill� rod� having� a� first� core�

barrel� latched� therein� and� advancing� the� drill� rod� longitudinally.� At� a�

selected� longitudinal� position,� an� upper� end� of� the� first� drill� rod� is� opened�

and� a� cable� having� a� latching� device� at� an� end� thereof� is� lowered� into� the�

first� drill� rod.� The� winch� is� retracted� to� retrieve� the� first� core� barrel.� The�

first� core� barrel� is� laterally� displaced� from� the� first� drill� rod.� A� second� core�

barrel� is� inserted� into� the� first� drill� rod� and� latched� therein.� A� second� drill�

rod� is� affixed� to� the� upper� end� of� the� first� drill� rod.� Drilling� the� formation�

is� then� resumed� by� longitudinally� advancing� and� rotating� the� first� and�

second� drill� rods.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water� bottom� drilling� system,� comprising:� a� frame� configured� to� rest� on�

the� bottom� of� a� body� of� water;� a� support� structure� movably� coupled� to�

the� frame,� the� support� structure� configured� to� enable� at� least� vertical�

movement� of� a� drill� head� mounted� on� the� support� structure;� a� winch�

movably� coupled� to� the� support� structure� and� configured� to� enable� lateral�

movement� of� the� winch� mounted� on� the� support� structure,� the� winch�

including� a� cable� thereon,� an� end� of� the� cable� including� a� latching� device�

thereon� configured� to� latch� onto� an� upper� end� of� a� core� barrel� disposed�

in� the� lower� end� of� a� drill� string;� a� storage� area� associated� with� the� frame�

for� drill� rods� and� for� core� barrels,� wherein� the� core� barrels� each� include� a�

latch� configured� to� releasably� engage� with� a� lowermost� drill� rod� on� a� drill�

string,� and� wherein� each� core� barrel� include� a� latch� configured� to� engage�

the� latching� device� at� the� end� of� the� cable;� and� at� least� one� clamp�

associated� with� the� frame� and� arranged� to� fix� a� vertical� position� of� a� drill�

string� over� a� drill� hole.

<19>� EP215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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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 샘플러

출원인
UNIV� DONG� A� RES� FOUND�

IND� ACAD� COOP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0971463A 출원일 2009-08-03

공개(등록)번호 KR949102B1 공개(등록)일 2010-03-22

기술요약

� ��� ����� �� ����� � ��� ���� �� ��� �� ��� ����
제공한다.� �� �� ��� �� ��� ���� ��� 유니트(12)� �� 제어부(14)� 구
��� 이루어진다.� 이때,� ��� 유니트(12)� ����� 장입되고,� �� 피스톤(80)� 하방
��� ����� � �� ��� 튜브(1)가������ ���� ��� ����� 한다.� 그
리고,� �� 제어부(14)� ��� 유니트(12)� ���� �� 피스톤(80)� ������ 이동
��� ��� 제어한다.� 여기서,� ��� 유니트(12)� �� 헤드(20),� �� 헤드(40),� ���
케이스(70),� �� 블록(100),� �� 로드(90),� �� 피스톤(110),� �� 로드(92)� � �� 로드
(94)� 구비한다.� �� �� � ��� �� ��� �� ��� 샘플러(10)� ����� 상
� 헤드(20)가� ��� ���� ����� 장입되고,� �� 제어부(14)� �� �� 피스톤
(80)� ����� 이동시킴으로써,� �� ��� 튜브(1)� ��� ����� 한다.� � ���
�� ��� �� ��� ���� 의하면,� ��� 유니트(12)� ��� �� 제어부(14)� 의
� ���� ��� �� 이루어지므로,� ����� ��� ��� ��� ��� � 있다.� 그
리고,� �� ��� 튜브(1)가� ��� ����� �� ��� ����� 하므로,� �� ���
��� ��� ��� � 있다.� 또한,� ��� 헤드(20,� 40)� �� ��� ���� ��� 피
스톤(60)� �� ��� 유니트(12)가� ��� ��� ���� ���� �� 고정되므로,� 안
�� ��� ���� ��� ��� ��� ���� ��� 있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 장입되고,� �� 피스톤(80)� ����� ����� � �� ��� 튜브(1)가� 하
���� ���� ��� ����� �� ��� 유니트(12)� 및;
�� ��� 유니트(12)� ���� �� �� 피스톤(80)� ������ ����� ���
���� �� 제어부(14)� 포함하되;
�� ��� 유니트(12)� �� �� 피스톤(80)� ��� ���� �� 헤드(20)와,
�� �� 피스톤(80)� ��� ���� �� 헤드(40)와,
�� �� 헤드(20)� �� 헤드(40)� ��� ���� �� �� 피스톤(80)� ���� 가능
�� �� ��� 케이스(70)와,
�� �� 헤드(40)� ��� 배치되고,� �� �� ��� 튜브(1)� ��� ���� �� 블
록(100)과,
�� �� 헤드(40)� ��� ���� ������ �� ����� �� �� 헤드(40)�
�� 배치되고,� ��� �� �� 피스톤(80)� 결합되며,� ��� �� �� 블록(100)� 결합
됨으로써,� �� �� 피스톤(80)� ������� ��� �� �� �� 블록(100)� 연동되
� ����� �� �� 로드(90)와,
�� �� ��� 튜브(1)� ���� ���� ���� ���� �� 피스톤(110)과,
�� �� 로드(90)� ��� ���� �� �� 피스톤(80)� �� 로드(90)가� ���� 가
��� 설치되고,� �� �� 블록(100),� �� 헤드(40)� � �� 피스톤(80)� ���� ���
�� �� 헤드(20)� 결합되고,� ��� �� �� 피스톤(110)� 결합됨으로써,� �� �� 피
스톤(110)� ����� �� �� 로드(92)� 및,
�� �� 로드(92)� ��� ���� ���� ��� �� �� 피스톤(110)� 결합되고,�
��� �� �� 헤드(20)� ���� ����� ���� �� 로드(94)� 구비하고,
�� �� 피스톤(80)� ��� �� �� 로드(90)� ���� � ��� ��� ���� 쿠
� 돌기(82)� � 구비하며,
�� �� 헤드(40)� ��� �� �� 로드(82)가� ���� ��� ���� �� 포켓(50)
� � ���� �� ���� �� ��� �� ��� 샘플러.

<20>� KR94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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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Water� bottom� ore� sampler� and� method� of� using� the� same

출원인
WILLIAMSON� &� ASSOCIATES�

INC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840146A 출원일 2008-02-29

공개(등록)번호 US7681662B2 공개(등록)일 2010-03-23

기술요약

A� water� bottom� ore� sampler� includes� a� submersible� housing� for� positioning�

on� or� near� a� water� bottom,� a� riser� duct� mounted� within� the� submersible�

housing� and� movable� vertically� relative� to� the� submersible� housing,� a�

drilling� assembly� disposed� within� the� riser� duct� for� excavating� the� water�

bottom,� a� passage� defined� within� the� riser� duct� through� which� a�

particulate� fluid� mixture� produced� by� the� excavation� can� flow� up� the� riser�

duct� and� into� an� interior� of� the� submersible� housing,� and� a� sample�

container� disposed� within� the� submersible� housing� for� collecting� ore� from�

the� particulate� fluid� mixture� received� in� the� submersible� housing.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water� bottom� ore� sampler,� comprising:�

a� submersible� housing� for� positioning� on� or� near� a� water� bottom;�

a� riser� duct� mounted� within� the� submersible� housing� and� movable� vertically�

relative� to� the� submersible� housing;�

a� drilling� assembly� disposed� within� the� riser� duct� and� extensible� from� the�

housing� for� excavating� sediments� on� the� bottom� of� a� body� of� water;�

a� passage� defined� within� the� riser� duct� through� which� a� particulate� fluid�

mixture� produced� by� the� excavation� can� flow� up� the� riser� duct� and� into� an�

interior� of� the� submersible� housing;� and�

a� sample� container� disposed� within� the� submersible� housing� for� collecting�

ore� from� the� particulate� fluid� mixture� received� in� the� submersible� housing.

<21>� US768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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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Remote� operation� wire� line� core� sampling� device

출원인
MITSUI� ENG� &�

SHIPBUILDING� CO� LTD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3563366A 출원일 2006-03-20

공개(등록)번호 US7743827B2 공개(등록)일 2010-06-29

기술요약

Remote� operation� wire� line� core� sampling� device� capable� of� increasing�
efficiency� of� working� and� maintaining� a� wall� of� a� hole� using� a� stabilized�
sea-bottom� core� drill� at� a� sea-bottom,� and� adopting� a� wire� line� system.�
The� device� includes� a� drill� rod� held� by� a� chuck� of� the� sea-bottom� core�
drill,� a� wire� line� core� barrel� having,� at� a� tip� thereof,� a� bit� for� annularly�
drilling� into� ground,� an� inner� tube� assembly� detachably� incorporated� in� the�
wire� line� core� barrel,� and� an� over-shot� assembly� having� a� function� for�
engagement� thereof� with� a� spear� head� part� at� a� top� end� of� an� inner� tube�
assembly.� The� device� also� includes� a� water� swivel� in� which� water� supply�
ports� are� formed� at� upper� and� lower� parts� thereof,� a� modified� built-in� type�
over-shot� assembly� is� formed� at� upper� and� lower� parts� thereof,� and� a�
modified� built-in� type� over-shot� assembly� is� incorporated� therein� to� reside�
at� an� intermediate� part� thereof.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remote� operation� wire� line� core� sampling� device� comprising:�
a� water� swivel� assembly;�
a� drill� rod� coaxially� connected� to� said� water� swivel� assembly;�
a� wire� line� core� barrel� coaxially� connected� to� a� lower� end� of� said� drill� rod�
and� having� at� a� forward� end� a� bit� for� annularly� digging� ground;�
an� inner� tube� assembly� detachably� set� in� said� wire� line� core� barrel;� and�
an� over-shot� assembly� for� grasping� an� upper� end� portion� of� said� inner�
tube� assembly,�
wherein� said� water� swivel� assembly� includes� an� upper� water� input� port� at�
an� upper� position� of� said� water� swivel� assembly,� said� upper� water� input�
port� adapted� to� allow� pressurized� fluid� into� said� water� swivel� assembly,�
and� a� lower� water� input� port� at� a� lower� position� of� said� water� swivel�
assembly,� said� lower� water� input� port� adapted� to� allow� pressurized� fluid�
into� said� water� swivel� assembly,� and�
wherein� said� water� swivel� assembly� accommodates� the� whole� of� said�
over-shot� assembly� at� an� intermediate� position� thereof� between� said� upper�
water� input� port� and� said� lower� water� input� port� such� that� the� pressurized�
fluid� is� supplied� from� said� upper� water� input� port� to� lower� said� over-shot�
assembly� through� said� drill� rod� to� an� upper� end� of� said� inner� tube�
assembly.

<22>� US77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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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 �� � �� �� ��� 시스템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0932719A 출원일 2009-04-15

공개(등록)번호 KR986215B1 공개(등록)일 2010-10-07

기술요약

� ��� �������� ���� ���� ������ ���� �� � 자

� �� ��� ���� �� 것으로서,� ��� 마스터-���� ��� ��� 관

����� ���� ���� ��� ����� ���� ��� ���� ��

제안되었다.� � ��� ��� ���� ���� ���� ��� 마스터-����

������ ��� ���� �� � 있으며,� �� �� ��� �� ���� 높

�� ��� 있다.� 즉,� � ��� ��� �������� ��� ���� ���

��� ��� ����� ����� �� �� �� �� 들면,� 드릴링,� 코어링,�

��� ��� �� �� ���� ��� ��� ��� ���� ��� �� �

있으며,� �� 샘플러,� �� 이동,� �� ��� �� ��� ��� �� ���� 움

��� ��� ��� ���� ����� � 있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 ��� ���� ��� ��� ��� ��� ��� �� ���� 내림

��� ��� �� ��� ��� � �� ���� �� 제어기(10)와,� �� ��

����� ���� ��� ���� ��� � �� �� 제어기(20)� ����

��� 시스템;� ���� ���� ��� ���� ���� ��� ��� ���

�� ��� ������ ���� ���� ���� ��� � ��� �� 조이

�� 명령입력장치(30)와,� �� �� � ��� ��� ��� �� ��� 입력함

��� ���� ��� �� ���� ����� ��� � ��� �� ���

명령입력장치(40)� ���� 명령입력장치;� � ���� ���� ���� ���

��� ��� �� � �� ��� ���� � �� 통신변환장치(50)� 이루어지

� �� ���� �� ���� ������ ���� �� � �� �� ���

시스템.

<23>� KR98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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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Hydrostatically� compensated� deep� sea� probe� with� shear� strain� gauges

출원인
GREGG� DRILLING� &� TESTING�

INC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8137376A 출원일 2008-06-11

공개(등록)번호 US7810381B2 공개(등록)일 2010-10-12

기술요약

A� hydrostatically� compensated� soil� resistance� probe� includes� a� cylindrical�

body� having� a� distal� tip� for� insertion� into� a� material,� a� plurality� of� load�

gates� for� transitioning� an� axial� load� on� said� cylindrical� body� to� a� shear�

load,� and� a� plurality� of� shear� load� sensors� to� measure� a� transverse� loading�

on� said� probe� due� to� an� axial� loading.� The� axial� loading� can� be� the� result�

of� the� resistance� on� the� probe� tip� to� the� insertion� of� the� probe� in� the� soil,�

or� the� frictional� forces� acting� on� a� friction� sleeve� as� the� probe� passes�

through� the� soil.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hydrostatically� compensated� soil� resistance� probe� comprising:�

an� elongated� tubular� body� having� a� distal� tip� for� insertion� into� a� material;�

a� first� load� gate� laterally� arrayed� around� the� tubular� body� at� a� first� axial�

position,� and� a� second� load� gate� angularly� offset� from� said� first� load� gate�

at� a� second� axial� position,� said� first� and� second� load� gates� configured� to,�

upon� application� of� an� axial� force� to� said� tubular� body,� redirect� said� axial�

force� to� a� shear� force;�

a� shear� sensor� on� said� tubular� body� between� said� first� and� second� load�

gates� to� measure� said� shear� force;� and�

a� sleeve� member� enclosing� the� shear� sensor� and� the� first� and� second� load�

gates.

<24>� US781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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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WIRELINE� DRILLING� SYSTEM� AND� METHOD

출원인
FORUM� ENERGY�

TECHNOLOGIES� INC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09763066A 출원일 2009-04-14

공개(등록)번호 EP2281102A2 공개(등록)일 2011-02-09

기술요약

A� device� and� a� method� for� seabed� and� water� bottom� drilling,� core�

sampling� and� measuring,� include� a� vertically� movable� and� horizontally� fixed�

cross� beam,� a� winch� fixed� to� the� cross� beam� and� having� a� rope� wound�

thereon,� a� drill� head� disposed� on� the� cross� beam,� a� spindle� having� a� bore�

formed� therein� and� being� driven� by� the� drill� head� and� an� overshot� having�

one� end� connected� to� the� rope� and� another� end� passing� through� the� bore�

in� the� spindle� for� attachment� to� and� detachment� from� a� drilling� tool� of� a�

drillstring.� The� spindle,� the� rope� and� the� drillstring� together� define� a�

common� centerline� during� attachment� and� detachment� of� the� overshot� to�

and� from� a� drilling� tool� and� during� drilling.� A� lift� rod� connected� between�

the� rope� and� the� overshot� can� be� pulled� into� the� bore� in� the� spindle� prior�

to� commencing� rotary� drilling� for� sealing� the� top� of� the� bore.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device� for� seabed� and� water� bottom� drilling,� core� sampling� and�

measuring,� the� device� comprising:� a� vertically� movable� and� horizontally�

fixed� cross� beam;� a� winch� fixed� to� said� cross� beam,� said� winch� having� a�

rope� wound� thereon;� a� drill� head� disposed� on� said� cross� beam;� a� spindle�

having� a� bore� formed� therein,� said� spindle� being� driven� by� said� drill� head;�

and� an� overshot� having� one� end� connected� to� said� rope� and� another� end�

passing� through� said� bore� in� said� spindle� for� attachment� to� and�

detachment� from� a� drilling� tool� of� a� drillstring;� said� spindle,� said� rope� and�

the� drillstring� together� defining� a� common� centerline� during� attachment�

and� detachment� of� said� overshot� to� and� from� a� drilling� tool� and� during�

drilling.

<25>� EP22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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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HYDROSTATICALLY� COMPENSATED� DEEP� SEA� PROBE�WITH� SHEAR� STRAIN�

GAUGES

출원인
GREGG� DRILLING� &� TESTING�

INC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08797755A 출원일 2008-08-13

공개(등록)번호 EP2286278A1 공개(등록)일 2011-02-23

기술요약

A� hydrostatically� compensated� soil� resistance� probe� includes� a� cylindrical�

body� having� a� distal� tip� for� insertion� into� a� material,� a� plurality� of� load�

gates� for� transitioning� an� axial� load� on� said� cylindrical� body� to� a� shear�

load,� and� a� plurality� of� shear� load� sensors� to� measure� a� transverse� loading�

on� said� probe� due� to� an� axial� loading.� The� axial� loading� can� be� the� result�

of� the� resistance� on� the� probe� tip� to� the� insertion� of� the� probe� in� the� soil,�

or� the� frictional� forces� acting� on� a� friction� sleeve� as� the� probe� passes�

through� the� soil.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hydrostatically� compensated� soil� resistance� probe� comprising:� an�

elongated� tubular� body� having� a� distal� tip� for� insertion� into� a� material;� a�

first� load� gate� laterally� arrayed� around� the� tubular� body� at� a� first� axial�

position,� and� a� second� load� gate� angularly� offset� from� said� first� load� gate�

at� a� second� axial� position,� said� first� and� second� load� gates� configured� to,�

upon� application� of� an� axial� force� to� said� tubular� body,� redirect� said� axial�

force� to� a� shear� force;� a� shear� sensor� on� said� tubular� body� between� said�

first� and� second� load� gates� to� measure� said� shear� force.

<26>� EP228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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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Method� to� rock-drill� the� stratum� of� a� water� bottom� rock-drilling� system�

and� the� water� bottom� downward� direction

출원인
WILLIAMSON� &� ASSOCIATES�

INC
출원국가 일본

출원번호 JP2010506391A 출원일 2008-04-15

공개(등록)번호 JP04654324B2 공개(등록)일 2011-03-16

기술요약

A� method� for� drilling� formations� below� the� bottom� of� a� body� of� water�
includes� disposing� a� drilling� system� on� the� bottom� of� the� body� of� water.�
The� formations� are� drilled� by� rotating� a� first� drill� rod� having� a� first� core�
barrel� latched� therein� and� advancing� the� drill� rod� longitudinally.� At� a�
selected� longitudinal� position,� an� upper� end� of� the� first� drill� rod� is� opened�
and� a� cable� having� a� latching� device� at� an� end� thereof� is� lowered� into� the�
first� drill� rod.� The� winch� is� retracted� to� retrieve� the� first� core� barrel.� The�
first� core� barrel� is� laterally� displaced� from� the� first� drill� rod.� A� second� core�
barrel� is� inserted� into� the� first� drill� rod� and� latched� therein.� A� second� drill�
rod� is� affixed� to� the� upper� end� of� the� first� drill� rod.� Drilling� the� formation�
is� then� resumed� by� longitudinally� advancing� and� rotating� the� first� and�
second� drill� rods.

�� 도면

대표청구항

[��� 1]
The� flame|frame� which� is� formed� so� that� it� may� stop� on� a� water� bottom,�
and� has� a� storage� zone� for� a� drill� rod� and� a� core� barrel,
� It� is� the� support� structure� couple|bonded� with� the� flame|frame� so� that� an�
exercise|movement� was� possible,�
� Comprising:�
�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drill� head� attached� to� the� support� structure�
formed� at� least� so� that� an� orthogonal|vertical� direction� exercise|movement�
might� be� possible,�
� The� horizontal� direction� exercise|movement� of� the� winch� which� was�
couple|bonded� with� the� support� structure� so� that� an� exercise|movement�
was� possible,� and� was� attached� to� the� support� structure� is� the� winch�
formed� possible,�
� Comprising:�
� The� winch� which� has� a� cable� and� by� which� the� cable� edge� part� has� the�
latch� means� made� into� a� shape� which� is� latched� on� the� upper� end� of� the�
core� barrel� arrange|positioned� in� the� lower� end� of� a� drill� string,�
� These� are� comprised,�
� Each� core� barrel� in� a� storage� zone� has� the� latch� formed� so� that� a� drill�
rod� and� a� releasing� with� a� lowermost� drill� string� were� possible� and� it�
might� cooperate,�
� And� each� core� barrel� in� a� storage� zone� has� the� latch� formed� so� that� it�
might� cooperate� with� the� latch� apparatus� of� a� cable� edge� part.�
� and�
� it� arranged� so� that� it� might� combine� with� a� flame|frame� and� the� position�
of� the� orthogonal|vertical� direction� of� the� upper� drill� string� of� a� drilled� hole�
might� be� fixed� --� at� least� --� one� clamp,�
� The� water� bottom� rock-drilling� system� which� comprised� these.

<27>� JP046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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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Subsea� drilling� system� has� remote� operated� vehicle,� which� is� connected� to�

and� disconnected� from� skid� module� in� or� out� of� water� for� operating� sub�

sea� drilling� system

출원인
FORUM� ENERGY�

TECHNOLOGIES� INC
출원국가 일본

출원번호 JP2010542403A 출원일 2009-01-12

공개(등록)번호 JP2011510188A 공개(등록)일 2011-03-31

기술요약

[패밀리특허US2009-0178848� 요약]

A� subsea� drilling� system� includes� a� drilling� module� having� a� tool� carousel� being�

removable� and� replaceable� in� or� out� of� water,� a� skid� module� and� an� ROV� to� be�

connected� to� and� disconnected� from� the� skid� module� in� or� out� of� water,� for�

operating� the� subsea� drilling� system� with� the� ROV.� A� method� for� operating� a�

subsea� drilling� system� includes� removing� a� tool� carousel� from� a� drilling� module�

and� replacing� the� tool� carousel� with� another� tool� carousel,� in� or� out� of� water.� An�

ROV� is� connected� to� a� skid� module� and� disconnected� from� the� skid� module� in� or�

out� of� water.� The� subsea� drilling� system� is� operated� with� the� ROV.�

�� 도면

대표청구항

[��� 1]� [윕스기계번역]

�� �� 시스템으로서,� �� �� ��� ��� ���� �� ��� ������ 가지

� �� ��� ��� ��� �� �� ��� �� ��� ��� �� � ����

ROV� ��� �� ROV� �� �� �� ���� ���� 위해(때문에)� 이용되는,� 해

� �� ���

<28>� JP20115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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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Seabed� and� water� bottom� drilling� device,� has� spindle,� rope� and� drill-string�

defining� common� centerline� during� attachment� and� detachment� of� overshot�

to� and� from� drilling� tool� during� drilling

출원인
FORUM� ENERGY�

TECHNOLOGIES� INC
출원국가 일본

출원번호 JP2011505131A 출원일 2009-04-14

공개(등록)번호 JP2011516767A 공개(등록)일 2011-05-26

기술요약

(패밀리특허US2009-0255728)

A� device� and� a� method� for� seabed� and� water� bottom� drilling,� core� sampling� and�

measuring,� include� a� vertically� movable� and� horizontally� fixed� cross� beam,� a� winch�

fixed� to� the� cross� beam� and� having� a� rope� wound� thereon,� a� drill� head� disposed�

on� the� cross� beam,� a� spindle� having� a� bore� formed� therein� and� being� driven� by�

the� drill� head� and� an� overshot� having� one� end� connected� to� the� rope� and�

another� end� passing� through� the� bore� in� the� spindle� for� attachment� to� and�

detachment� from� a� drilling� tool� of� a� drillstring.� The� spindle,� the� rope� and� the�

drillstring� together� define� a� common� centerline� during� attachment� and� detachment�

of� the� overshot� to� and� from� a� drilling� tool� and� during� drilling.� A� lift� rod�

connected� between� the� rope� and� the� overshot� can� be� pulled� into� the� bore� in� the�

spindle� prior� to� commencing� rotary� drilling� for� sealing� the� top� of� the� bore.�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rib� which� is� equipment� for� digging� of� the� seabed� and� a� sea� bed,� a� core�

sampling,� and� measurement,� presupposed� that� it� is� vertically� movable,� and�

was� fixed� horizontally,� A� winch� which� was� fixed� to� this� rib� and� twisted� a�

rope,� and� a� drill� head� arranged� at� a� rib,� In� equipment� containing� overshot�

which� it� drives� by� this� drill� head,� and� a� spindle� which� formed� a� hole� in� an�

inside,� and� one� end� are� connected� to� the� aforementioned� rope,� and� passes�

the� aforementioned� hole� in� the� aforementioned� spindle� for� attachment� and�

detachment� to� a� digging� tool� of� drill� string� of� the� other� end,�

Equipment� with� which� the� aforementioned� spindle,� the� aforementioned�

rope,� and� the� aforementioned� drill� string� both� specify� a� common� center�

line� on� the� occasion� of� the� time� of� attachment� and� detachment� and�

excavation� work� to� a� digging� tool� of� aforementioned� overshot� digging� tool.�

<29>� JP201151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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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ROD� TRANSFER� EQUIPMENT� FOR� BORING�MACHINE� FIXED� TO� SEA� BED� |�

The� rod� conveying� apparatus� for� submarine� seating� type|mold� boring�

machines

출원인
MITSUI� ENG� &�

SHIPBUILDING� CO� LTD
출원국가 일본

출원번호 JP201094512A 출원일 2010-04-15

공개(등록)번호 JP2011226086A 공개(등록)일 2011-11-10

기술요약

PROBLEM� TO� BE� SOLVED:� To� suppress� a� boring� machine� fixed� to� sea� bed�

from� becoming� large� in� size.�

SOLUTION:� There� are� provided� a� plurality� of� magazines� 4a,� 4b� for� vertically�

storing� rods,� and� a� rod� handling� device� for� performing� removal� and� return�

work� of� the� rods� stored� in� the� magazines.� Each� of� the� magazines�

comprises� at� least� one� guide� frame� 12,� an� endless� body� which�

intermittently� rotates� in� the� guide� frame,� and� rod� holding� tools� 14�

arranged� at� predetermined� intervals� in� the� lengthwise� direction� of� the�

endless� body.� The� rod� handling� device� comprises� a� swing� jaw� 23� which� is�

provided� at� swing� arms� 27a,� 27b� and� swings� between� the� magazine� and� a�

rod� receiving/passing� position,� and� a� tool� jaw� 25� which� reciprocates�

between� a� rod� holder� located� ahead� of� the� rod� receiving/passing� position�

and� a� standby� position.�

�� 도면

대표청구항

[��� 1]

Several� magazines� which� accommodate� a� rod� in� vertical|lengthwise,

� The� rod� handling� device� which� does� extracting|sampling� of� a� rod� and� the�

return� operation|work� which� are� accommodated� in� the� said� magazine,�

� These� are� provided,�

� The� said� magazine� is� respectively� equipped� with� at� least� 1� guide� frame,�

the� endless� body� which� rotates� the� inside� of� this� guide� frame�

intermittently,� and� the� rod� holder� provided�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is� endless� body� by� predetermined� spacing,�

� The� said� rod� handling� device� was� equipped� with� the� swing� jaw� which� is�

provided� in� a� swing� arm� and� swings� between� the� said� magazine� and� rod�

delivery� positions,� and� the� tool� jaw� which� reciprocates� between� the� rod�

holder� ahead� located� from� the� said� rod� place� of� delivery,� and� stand-by�

positions.�

� The� rod� conveying� apparatus� for� submarine� seating� type|mold� boring�

machines� characterized� by� the� above-mentioned.

<30>� JP201122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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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GRIPPER� FOR� PETROLEUM� PIPES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0810236A 출원일 2010-08-18

공개(등록)번호 EP2467560A1 공개(등록)일 2012-06-27

기술요약

A� gripper� (1)� for� petroleum� pipes� (30),� the� gripper� (1)� including� a� housing�

(2)� and� two� gripper� arms� (6),� and� the� gripper� arms� (6)� being� provided,� at�

their� one� end� portions,� with� gripping� surfaces� (8)� and� being� pivotable,� at�

their� opposite� end� portions,� around� their� respective� first� axes� (12),� each� of�

the� gripper� arms� (6)� being� connected� to� the� housing� (2)� by� means� of�

respective� first� pivotal� links� (14),� each� of� the� first� pivotal� links� (14)� being�

pivotably� connected� to� the� respective� gripper� arm� (6)� around� a� second� axis�

(18)� which� is� between� the� gripping� surface� (8)� and� the� first� axis� (12),� and�

each� of� the� first� pivotal� links� (14)� being� pivotably� connected� to� the� housing�

(2)� around� a� third� axis� (22),� and� each� of� the� gripper� arms� (6)� being�

connected� to� the� housing� (2)� by� means� of� a� respective� second� pivotal� link�

(24)� around� the� first� axis� (12),� wherein� each� of� the� second� pivotal� links�

(24)� is� pivotably� connected� to� the� housing� (2)� on� respective� fourth� axis�

(28)� fixed� relative� to� the� housing,� the� two� first� pivotal� links� (14)� being�

independently� pivotable.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gripper� (1)� for� petroleum� pipes� (30),� the� gripper�

� (1)� including� a� housing� (2)� and� two� gripper� arms� (6),� and� the� gripper�

arms� (6)� being� provided,� at� their� one� end� portions,� with� gripping� surfaces�

(8)� and� being� pivotable,� at� their� opposite� end� portions,� around� their�

respective� first� axes� (12),� each� of� the� gripper� arms� (6)� being� connected� to�

the� housing� (2)� by� means� of� respective� first� pivotal� links� (14),� each� of� the�

first� pivotal� links� (14)� being� pivotably� connected� to� the� respective� gripper�

arm� (6)� around� a� second� axis�

� (18)� which� is� between� the� gripping� surface� (8)� and� the� first� axis� (12)� ,�

and� each� of� the� first� pivotal� links�

� (14)� being� pivotably� connected� to� the� housing� (2)� around� a� third� axis�

(22),� and� each� of� the� gripper� arms�

� (6)� being� connected� to� the� housing� (2)� by� means� of� a� respective� second�

pivotal� link� (24)� around� the� first� axis� (12)� ,� characterized� in� that� each� of�

the� second� pivotal� links� (24)� is� pivotably� connected� to� the� housing� (2)� on�

respective� fourth� axis�

� (28)� fixed� relative� to� the� housing,� the� two� first� pivotal� links� (14)� being�

independently� pivotable.

<31>� EP24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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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LOCKABLE� CORE� BARREL� HEAD� FOR� DRILLING� SYSTEM� AND� SURVEY�

INSTRUMENT� ASSEMBLY� PROVIDED�WITH� A� CONNECTION� LINK� FOR�

ARRANGEMENT� IN� A� DRILLING� SYSTEM

출원인 DEVICO� AS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508140A 출원일 2012-07-05

공개(등록)번호 US20120273272A1 공개(등록)일 2012-11-01

기술요약

Core� barrel� head� for� connection� to� a� core� barrel� for� collecting� core�

samples,� and� for� connection� to� a� latch� assembly,� to� mount� a� drill� assembly�

in� a� bore� hole,� with� a� sleeve� for� carrying� the� inner� tube.� A� controllable�

locking� device� is� arranged� inside� the� core� barrel� head� for� locking� the� sleeve�

in� a� fixed� rotational� position� relatively� to� the� attached� latch� assembly,� to�

allow� measurement� of� the� inclination� and� the� orientation� of� the� core.� The�

invention� also� includes� a� survey� instrument� assembly� provided� with� a�

connection� link� for� connection� to� a� spearhead,� drill� pipe,� latch� assembly,�

core� barrel� head� or� other� drilling� or� geotechnical� equipment.

�� 도면

대표청구항

[��� 1]

Core� barrel� head� (20)� for� connection� to� a� core� barrel� for� collecting� core�

samples,� and� for� connection� to� a� latch� assembly� (14),� with� a� sleeve� (27)�

for� carrying� an� inner� tube,� characterized� in� that� a� controllable� locking�

device� (38,� 39;� 60)� is� arranged� inside� the� core� barrel� head� (20)� for� locking�

the� sleeve� (27)� in� a� fixed� rotational� position� relatively� to� the� latch� assembly�

(14),� to� allow� measurement� of� the� rotational� orientation� of� the� core�

samples.

<32>� US2012027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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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 ��� ����� ���� 시추장치

출원인
KIGAM� KOREA� INST�

GEOSCIENCE&MINERAL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1263580A 출원일 2012-06-14

공개(등록)번호 KR1205978B1 공개(등록)일 2012-11-28

기술요약

� ��� �� � ��� ��� ����� ���� ����� �� 것이다.�

� ��� 시추장치는,� ��� �� ���� ��� 외부관;� ��� �� ����

���� ���� �� � �� ���� ���� ������ ����� 유입

�� ����� � 코어;� ��� ��� ���� ��� ��� ���� ���

��� ��� � �� 마개;� ��� ��� ���� ���� �� ���� 코어

� ��� � ��� ��� ���� ��� ���� �� ��� ����� 스

크루;� ���� ��� ���� �� ���� ��� ��� � ���� 회전됨

� �� ��� ��� �� ���� ����� �� ��� ��� �����

�� ������ ��� 마개이동수단;� ���� 구성된다.

� ��� ����� �� � ��� � ��� ���� �� ��� ��� 상부

� ��� ���� ����� ��� ���� ��� �� ��� ��� 차단되

�� ��� ��� ������ ��� ��� ��� �� ���� ��� 발생

�� �� � ��� �� �� ������ ���� ��� ���� 않는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 ���� ��� �� ����� 있어서,

��� �� ���� ��� 외부관(10);

�� 외부관(10)� �� ���� 외부관(10)� ���� �� � �� ���� 박히

�� ������ ����� ���� ����� � 코어(20);

�� 코어(20)� ��� ���� 코어(20)� ��� ���� 코어(20)� ���

��� � �� 마개(30);

�� 코어(20)� ��� ���� ���� �� 외부관(10)� 코어(20)� ���

� ��� ��� ���� ��� ���� �� ��� ����� 스크루(40);

�� 스크루(40)� 마개(30)� ���� �� 외부관(10)� 코어(20)� ��� �

스크루(40)가� ���� �� 마개(30)가� 코어(20)� �� ���� ����� ��

코어(20)� ��� ����� �� 마개이동축(51)� ��� 마개이동수단(50);�

���� 구성된,� �� � ��� ��� ����� ���� 시추장치.

<33>� KR12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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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AND�METHOD� FOR� INTRODUCING�

A� FOUNDATION� ELEMENT� INTO� A� BED� OF� A� BODY� OF�WATER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481683A 출원일 2012-05-25

공개(등록)번호 US20120298419A1 공개(등록)일 2012-11-29

기술요약

The� invention� relates� to� an�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and� a� method�

for� introducing� a� foundation� element� into� a� bed� of� a� body� of� water�

comprising� a� submersible� working� platform� for� placement� onto� the� bed� of�

a� body� of� water,� several� ground� contact� elements� which� are� arranged� in�

an� adjustable� manner� on� the� working� platform� for� aligning� the� working�

platform� on� the� bed� of� a� body� of� water,� and� at� least� one� guide� pipe� for�

receiving� and� guiding� the� drilling� tool.� For� an� improved� anchoring� provision�

is� made� according� to� the� invention� for� the� guide� pipe� to� be� supported� in�

a� longitudinally� displaceable� and� rotatable� manner� on� the� working� platform�

and� for� a� guide� pipe� drive� to� be� provided� on� the� working� platform� for�

driving� the� guide� pipe� in� a� rotating� manner.

�� 도면

대표청구항

[��� 1]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for� introducing� a� foundation� element� into�

a� bed� of� a� body� of� water� comprising�

a� submersible� working� platform� for� placement� onto� the� bed� of� a� body� of�

water,�

several� ground� contact� elements,� which� are� arranged� in� an� adjustable�

manner� on� the� working� platform� for� aligning� the� working� platform� on� the�

bed� of� a� body� of� water,� and�

at� least� one� guide� pipe� arranged� on� the� working� platform,� which� is�

designed� to� receive� and� guide� a� drilling� tool� driven� by� a� drill� drive,�

� wherein�

the� guide� pipe� is� supported� in� a� longitudinally� displaceable� and� rotatable�

manner� on� the� working� platform� and�

on� the� working� platform� a� guide� pipe� drive� is� provided� for� driving� the�

guide� pipe� in� a� rotating� manner.

<34>� US2012029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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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Underwater� work� assembly� and� method� for� anchoring� it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16878A 출원일 2011-08-23

공개(등록)번호 EP2562347A1 공개(등록)일 2013-02-27

기술요약

[패밀리특허US8911180� 요약]

The� invention� relates� to� an� underwater� work� assembly� and� to� a� method� for�

anchoring� the� underwater� work� assembly� in� a� bed� of� a� lake,� sea� or� river.� The�

work� assembly� comprises� a� service� platform� which� can� be� lowered� and� a� plurality�

of� supporting� feet� which� are� mounted� so� that� they� can� be� adjusted� on� the�

service� platform� for� positioning� on� the� lake,� sea� or� river� bed� and� can� be� moved�

in� and� out� relative� to� the� service� platform� by� means� of� an� actuating� cylinder.� In�

order� to� improve� anchoring� it� is� provided� that� at� least� one� supporting� foot� is�

mounted� rotationally� relative� to� the� service� platform� and� that� a� rotary� drive� facing�

the� supporting� foot� is� provided,� with� which� the� supporting� foot� is� driven� in�

rotation� for� screwing� into� the� lake,� sea� or� river� bed.�

�� 도면

대표청구항

[패밀리특허US8911180� ��� 1]

Underwater� work� assembly,� in� particular� for� creating� a� bore� in� a� bed� of� a� water�

body,� having

a� service� platform� which� can� be� lowered;� and

a� plurality� of� supporting� feet� which� are� mounted� on� the� service� platform� for�

positioning� on� the� bed� of� the� water� body;� said� plurality� of� supporting� feet� are�

adjustable� and� movable� in� and� out� relative� to� the� service� platform� by� means� of�

an� actuating� cylinder;

wherein

at� least� one� supporting� foot� is� rotationally� mounted� relative� to� the� service� platform;

a� rotary� drive� assigned� to� the� supporting� foot� is� provided,� with� which� the�

supporting� foot� is� driven� in� rotation� for� screwing� into� the� bed� of� the� water� body;�

and

the� supporting� foot� comprises� a� base� element� and� an� adjusting� element� which� is�

mounted� rotationally� securely� and� axially� displaceably� on� the� base� element.

<35>� EP25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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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REMOTELY� OPERABLE� UNDERWATER� DRILLING� SYSTEM� AND� DRILLING�

METHOD

출원인 MARL� TECHNOLOGIES� INC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0853833A 출원일 2010-06-30

공개(등록)번호 EP2588703A1 공개(등록)일 2013-05-08

기술요약

A� drilling� system� including� a� drill� head.� The� drill� head� defines� a� drill� head�
bore� and� includes� a�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An� inner� core� barrel�
and� an� inner� core� barrel� retrieval� device� may� be� passed� through� the�
interior� of� the� drill� string� and� the� drill� head� bore� when� the� drill� head� is�
connected� with� the� drill� string� and� the�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is�
actuated� to� an� open� position.� A� method� of� wireline� core� drilling� which�
includes� passing� an� inner� core� barrel� retrieval� device� through� the� drill� head�
bore� and� into� the� interior� of� the� drill� string� when� the� drill� head� is�
connected� with� the� drill� string,� and� removing� an� inner� core� barrel� and� the�
inner� core� barrel� retrieval� device� from� the� interior� of� the� drill� string�
through� the� drill� head� bore� when� the� drill� head� is� connected� with� the� drill�
string.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remotely� operable� underwater� drilling� system� for� use� with� a� drill� string� comprising�
at� least� one� drill� rod� and� for� use� with� an� inner� core� barrel� which� is� adapted� to� be�
contained� within� an� interior� of� the� drill� string,� the� drilling� system� comprising:�
� (a)� a� frame;� (b)� a� deployment� connector� attached� to� the� frame,� for� connecting� the�
drilling� system� with� a� deployment� cable� so� that� the� drilling� system� may� be�
suspended� from� the� deployment� cable� in� a� body� of� water;�
� (c)� an� adjustable� support� mechanism� attached� to� the� frame,� for� enabling� the�
drilling� system� to� be� supported� on� an� underwater� ground� surface� at� a� substantially�
level� orientation;�
� (d)� a� mast� structure� mounted� on� the� frame,� wherein� the� mast� structure� defines� a�
drilling� axis� for� the� drill� string;�
� (e)� a� drill� head� mounted� on� the� mast� structure� such� that� the� drill� head� is� aligned�
with� the� drilling� axis� and� longitudinally� reciprocable� along� the� drilling� axis,� wherein�
the� drill� head� has� an� upper� drill� head� end� and� a� lower� drill� head� end,� wherein� the�
drill� head� defines� a� drill� head� bore� extending� fully� through� the� drill� head� from� the�
upper� drill� head� end� to� the� lower� drill� head� end,� wherein� the� drill� head� bore� is�
substantially� coaxial� with� the� drilling� axis,� and� wherein� the� drill� head� is� comprised� of:�
� (i)� a� drill� head�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drill� head� with� the� drill� string� along�
the� drilling� axis;� and�
� (ii)� a�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adjacent� to� the� upper� drill� head� end,� wherein�
the�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is� actuatable� between� a� closed� position� in� which�
the� drill� head� bore� is� closed� and� an� open� position� in� which� the� drill� head� bore� is�
open,� and� wherein� the� inner� core� barrel� may� be� inserted� into� and� removed� from�
the� interior� of� the� drill� string� through� the� drill� head� bore� when� the� drill� head� is�
connected� with� the� drill� string� and� the�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is� actuated� to�
the� open� position;� and�
� (f)� a� clamping� mechanism� mounted� on� the� mast� structure,� for� supporting� the� drill�
string� along� the� drilling� axis� when� the� drill� head� is� not� connected� with� the� drill�
string.� 2.� The� drilling� system� as� claimed� in� claim� 1� wherein� the�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is� comprised� of� a� valve.

<36>� EP258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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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Portable� pipe� storage� device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387990A 출원일 2012-03-23

공개(등록)번호 US8490718B2 공개(등록)일 2013-07-23

기술요약

A� portable� pipe� storage� device� (� 1)� for� use� in� a� drilling� rig� (10),� the� pipe�

storage� device� (1)� including� a� frame� structure� (2)� with� long� sides� (4)� and�

end� portions� (6,� 8)� and� the� pipe� storage� device� (1)� being� arranged� to� hold�

two� or� more� pipes� (14),� pipes� (14)� stored� in� the� pipe� storage� device� (1)�

having� their� longitudinal� axes� (16)� in� a� standing� direction� when� the� pipe�

storage� device� (1)� is� in� its� position� of� use� in� the� drilling� rig� (10).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portable� pipe� storage� device� for� use� in� a� drilling� rig,� wherein� the� pipe�

storage� device� is� arranged� to� hold� two� or� more� pipes,� the� pipes� which� are�

stored� in� the� pipe� storage� device� having� their� longitudinal� axes� in� a�

standing� direction� when� the� pipe� storage� device� is� in� its� position� of� use� in�

the� drilling� rig,� the� pipe� storage� device� comprising:�

a� frame� structure� with� long� sides� and� first� and� second� end� portions;�

an� opening� in� one� of� said� long� sides,� the� opening� being� arranged� to�

constitute� a� displacement� opening� for� the� removal� and� insertion� of� pipes�

from/into� the� pipe� storage� device;�

the� first� end� portion� forms� a� lower� portion� when� the� pipe� storage� device�

is� in� its� position� of� use� in� the� drilling� rig;�

the� second� end� portion� folios� an� upper� portion� when� the� pipe� storage�

device� is� in� its� position� of� use;� and�

non-yieldable� bulbs� provided� at� said� second� end� portion,� wherein� the� bulbs�

project� in� between� the� pipes� and� are� arranged� to� prevent� the� pipes� from�

unintentionally� tilting� sideways� in� the� direction� of� insertion� and� removal.

<37>� US84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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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REMOTELY� OPERABLE� UNDERWATER� DRILLING� SYSTEM� AND� DRILLING�

METHOD

출원인 MARL� TECHNOLOGIES� INC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805086A 출원일 2013-02-19

공개(등록)번호 US20130206476A1 공개(등록)일 2013-08-15

기술요약

A� drilling� system� including� a� drill� head.� The� drill� head� defines� a� drill� head�
bore� and� includes� a�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An� inner� core� barrel�
and� an� inner� core� barrel� retrieval� device� may� be� passed� through� the�
interior� of� the� drill� string� and� the� drill� head� bore� when� the� drill� head� is�
connected� with� the� drill� string� and� the�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is�
actuated� to� an� open� position.� A� method� of� wireline� core� drilling� which�
includes� passing� an� inner� core� barrel� retrieval� device� through� the� drill� head�
bore� and� into� the� interior� of� the� drill� string� when� the� drill� head� is�
connected� with� the� drill� string,� and� removing� an� inner� core� barrel� and� the�
inner� core� barrel� retrieval� device� from� the� interior� of� the� drill� string�
through� the� drill� head� bore� when� the� drill� head� is� connected� with� the� drill�
string.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remotely� operable� underwater� drilling� system� for� use� with� a� drill� string� comprising�
at� least� one� drill� rod� and� for� use� with� an� inner� core� barrel� which� is� adapted� to� be�
contained� within� an� interior� of� the� drill� string,� the� drilling� system� comprising:�
(a)� a� frame;�
(b)� a� deployment� connector� attached� to� the� frame,� for� connecting� the� drilling�
system� with� a� deployment� cable� so� that� the� drilling� system� may� be� suspended� from�
the� deployment� cable� in� a� body� of� water;�
(c)� an� adjustable� support� mechanism� attached� to� the� frame,� for� enabling� the� drilling�
system� to� be� supported� on� an� underwater� ground� surface� at� a� substantially� level�
orientation;�
(d)� a� mast� structure� mounted� on� the� frame,� wherein� the� mast� structure� defines� a�
drilling� axis� for� the� drill� string;�
(e)� a� drill� head� mounted� on� the� mast� structure� such� that� the� drill� head� is� aligned�
with� the� drilling� axis� and� longitudinally� reciprocable� along� the� drilling� axis,� wherein�
the� drill� head� has� an� upper� drill� head� end� and� a� lower� drill� head� end,� wherein� the�
drill� head� defines� a� drill� head� bore� extending� fully� through� the� drill� head� from� the�
upper� drill� head� end� to� the� lower� drill� head� end,� wherein� the� drill� head� bore� is�
substantially� coaxial� with� the� drilling� axis,� and� wherein� the� drill� head� is� comprised� of:�
(i)� a� drill� head�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drill� head� with� the� drill� string� along� the�
drilling� axis;� and�
(ii)� a�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adjacent� to� the� upper� drill� head� end,� wherein�
the�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is� actuatable� between� a� closed� position� in� which�
the� drill� head� bore� is� closed� and� an� open� position� in� which� the� drill� head� bore� is�
open,� and� wherein� the� inner� core� barrel� may� be� inserted� into� and� removed� from�
the� interior� of� the� drill� string� through� the� drill� head� bore� when� the� drill� head� is�
connected� with� the� drill� string� and� the� drill� head� bore� closure� device� is� actuated� to�
the� open� position;� and�
(f)� a� clamping� mechanism� mounted� on� the� mast� structure,� for� supporting� the� drill�
string� along� the� drilling� axis� when� the� drill� head� is� not� connected� with� the� drill�
string.

<38>� US2013020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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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PORTABLE� PIPE� STORAGE� DEVICE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0804768A 출원일 2010-07-28

공개(등록)번호 EP2459838A4 공개(등록)일 2014-02-26

기술요약

A� portable� pipe� storage� device� (1)� for� use� in� a� drilling� rig� (10),� the� pipe�

storage� device� (1)� including� a� frame� structure� (2)� with� long� sides� (4)� and�

end� portions� (6,� 8)� and� the� pipe� storage� device� (1)� being� arranged� to� hold�

two� or� more� pipes� (14),� pipes� (14)� stored� in� the� pipe� storage� device� (1)�

having� their� longitudinal� axes� (16)� in� a� standing� direction� when� the� pipe�

storage� device� (1)� is� in� its� position� of� use� in� the� drilling� rig� (10).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portable� pipe� storage� device� (1)� for� use� a� drilling� rig� (10),� the� pipe�

storage� device� (1)� including� a� frame� structure� (2)� with� long� sides� (4)� and�

portions� (6,� 8),� and� where� the� pipe� storage� decvice� (1)� being� arranged� to�

hold� two� or� more� pipes� (14),� and� where� the� pipes� (14)� whih� are� stored� in�

the� pipe� storage� device� (1)� have� their� longitudinal� axes� (16)� in� a� standing�

direction� when� the� pipe� storage� device� (1)� is� in� its� position� of� use� in� the�

drilling� rig� (10)� and� where� the� pipe� storage� device� (1)� is� provided� with� an�

opening� (12)� in� one� of� its� long� sides� (4),� the� opening� (12)� being� arranged�

to� constitute� a� displacement� opening� for� the� removal� and� insertion� of� pipes�

(14)� from/into� the� pipe� storage� device� (1),� and� where� the� pipe� storage�

device� has� a� first� end� portion� (6),� which� forms� a� lower� portion� when� the�

pipe� storage� device� (1)� is� in� its� position� of� use� in� the� drilling� rig� (10),� and�

a� second� end� portion� (8),� which� forms� an� upper� portion� when� the� pipe�

storage� device� (1)� is� in� its� position� of� use,� characterized� in� that� the� pipe�

storage� device� at� its� second� end� portion� (8)� is� provided� with� bulbs� (29)�

which� project� in� between� the� pipes� (14)� and� which� are� arranged� to�

prevent� that� the� pipes� (14)� are� leaning� over� towards� each� other� in� the�

direction� of� insertion� and� removal.

<39>� EP245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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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Auxiliary� Arm� for� Drilling� Equipment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4114686A 출원일 2013-10-29

공개(등록)번호 US20140054089A1 공개(등록)일 2014-02-27

기술요약

An� auxiliary� arm� for� drilling� equipment� (� 1)� including� a� top� drive� drilling�

machine� (4)� which� is� vertically� movable� along� a� drilling� centre� (10),� and� in�

which� at� least� one� pipe� manipulator� (6)� is� arranged� to� move� pipes� (8)�

between� the� drilling� centre� (10)� and� a� pipe� magazine� (7),� and� in� which,�

beside� the� drilling� centre� (10),� at� least� one� at� least� remote-controllable� or�

automatically� operated� auxiliary� arm� (12,� 14)� for� the� pipe� (8)� is� arranged,�

the� gripping� member� (24)� of� the� auxiliary� arm� (12,� 14)� being� positional� at�

least� at� the� drilling� centre� (10)� or� in� the� working� area� of� the� pipe�

manipulator� (6).

�� 도면

대표청구항

[��� 1]

An� auxiliary� arm� for� drilling� equipment� including� a� top� drive� drilling�

machine� which� is� vertically� movable� along� a� drilling� centre,� and� in� which� at�

least� one� pipe� manipulator� is� arranged� to� move� pipes� between� the� drilling�

centre� and� a� pipe� magazine,� wherein� beside� the� drilling� centre� and�

separately� from� the� pipe� manipulator,� at� least� one� at� least�

remote-controllable� or� automatically� operated� auxiliary� arm� for� the� pipe� is�

arranged,� the� gripping� member� of� the� auxiliary� arm� being� positional� in� the�

drilling� centre� and� in� the� working� area� of� the� pipe� manipulator.

<40>� US2014005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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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AUXILIARY� ARM� FOR� DRILLING� EQUIPMENT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2776101A 출원일 2012-04-18

공개(등록)번호 EP2702225A1 공개(등록)일 2014-03-05

기술요약

An� auxiliary� arm� for� drilling� equipment� (1)� including� a� top� drive� drilling�

machine� (4)� which� is� vertically� movable� along� a� drilling� centre� (10),� and� in�

which� at� least� one� pipe� manipulator� (6)� is� arranged� to� move� pipes� (8)�

between� the� drilling� centre� (10)� and� a� pipe� magazine� (7),� and� in� which,�

beside� the� drilling� centre� (10),� at� least� one� at� least� remote-controllable� or�

automatically� operated� auxiliary� arm� (12,� 14)� for� the� pipe� (8)� is� arranged,�

the� gripping� member� (24)� of� the� auxiliary� arm� (12,� 14)� being� positional� at�

least� at� the� drilling� centre� (10)� or� in� the� working� area� of� the� pipe�

manipulator� (6).

�� 도면

대표청구항

[��� 1]

An� auxiliary� arm� for� drilling� equipment� (1)� including� a� top� drive� drilling�

machine� (4)� which� is� vertically� movable� along� a� drilling� centre� (10),� and� in�

which� at� least� one� pipe� manipulator� (6)� is� arranged� to� move� pipes� (8)�

between� the� drilling� centre� (10)� and� a� pipe� magazine� (7),� characterized� in�

that� beside� the� drilling� centre� (10)� and� separately� from� the� pipe�

manipulator� (6),� at� least� one� at� least� remote-controllable� or� automatically�

operated�

� auxiliary� arm� (12,� 14)� for� the� pipe� (8)� is� arranged,� the� gripping� member�

(24)� of� the� auxiliary� arm� (12,� 14)� being� positional� in� the� drilling� centre� (10)�

and� in� the� working� area� of� the� pipe� manipulator� (6).

<41>� EP27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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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PIPE� HANDLING� DEVICE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2776562A 출원일 2012-04-19

공개(등록)번호 EP2702226A1 공개(등록)일 2014-03-05

기술요약

A� pipe� handling� device� (1)� on� a� drilling� floor,� the� pipe� handling� device� (1)�

including� :� -� a� first� pipe� handling� machine� (2)� placed� between� a� first� pipe�

magazine� (14)� and� the� drilling� centre� (6);� and� -� a� second� pipe� handling�

machine� (4)� placed� between� a� second� pipe� magazine� (16)� and� the� drilling�

centre� (6),� the� first� pipe� handling� machine� (2)� and� the� second� pipe�

handling� machine� (4)� both� being� arranged� to� carry� pipes� (12)� between� the�

drilling� centre� (6)� and� their� respective� first� pipe� magazine� (14)� and� second�

pipe� magazine� (16),� characterized� by� the� first� pipe� handling� machine� (2)�

being� rotatable� around� an� axis� substantially� centrally� in� the� first� pipe�

magazine� (14),� and� by� the� second� pipe� handling� machine� (4)� being�

rotatable� around� an� axis� substantially� centrally� in� the� second� pipe� magazine�

(16).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pipe� handling� device� (1)� on� a� drilling� floor,� the� pipe� handling� device� (1)�

including� :�

� -� a� first� pipe� handling� machine� (2)� placed� between� a� first� pipe� magazine�

(14)� and� the� drilling� centre� (6);� and�

� -� a� second� pipe� handling� machine� (4)� placed� between� a� second� pipe�

magazine� (16)� and� the� drilling� centre� (6),� the� first� pipe� handling� machine�

(2)� and� the� second� pipe� handling� machine� (4)� both� being� arranged� to�

carry� pipes� (12)� between� the� drilling� centre� (6)� and� their� respective� first�

pipe� magazine� (14)� and� second� pipe� magazine� (16),� c� h� a� r� a� c� t� e� r� i� z� e�

d� i� n� that� the� first� pipe� handling� machine� (2)� is� rotatable� around� an� axis�

substantially� centrally� in� the� first� pipe� magazine� (14),� and� that� the� second�

pipe� handling� machine� (4)� is� rotatable� around� an� axis� substantially� centrally�

in� the� second� pipe� magazine� (16).

<42>� EP27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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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 ��� �� �� 샘플러

출원인 MIRAE� IND� CO� LTD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1393317A 출원일 2013-08-06

공개(등록)번호 KR1386024B1 공개(등록)일 2014-04-16

기술요약

� ��� ��� ��� ��� ��� �� �� ���� �� 것으로,� 코어시료

� ������ ����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샘플러는,� ��� �� 천

��� 천공수단과;� �� ����� �� ��� ������ �� ��� ���

����� ���� 채취수단과;� �� ����� �� �� �� ��� ���

����� ��� ��� ���� ��� ���� �� � ���� ��� 기록

수단(100)� 포함하며,� �� ��� 기록수단은,� �� ����� �� ���� 연

��� 하우징(110),� �� ���� �� �� ����� ���� ����� 상

� ����� �� ��� �� �� ����� ���� �� �� �� ���

��� ����� ��� ��� ���� ��� ��� ��� ��� �� 센싱

�� 센서(120),� �� ��� �� ��� ���� ���� 메모리(130),� �� 메

��� ��� ���� ��� ���� �� ����� ���� 구성된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 �� ���� 천공수단과;

�� ����� �� ��� ������ �� ��� ��� ����� 채취하

� 채취수단과;

�� ����� �� �� �� ��� ��� ����� ��� ��� � 데이

�� �� � ���� ��� 기록수단(100)� 포함하며,

�� ��� 기록수단은,� �� ����� �� ���� ���� 하우징(110),� 상

� ���� ���� ����� �� ����� �� ��� ����� 연결되

� �� �� �� ��� ��� ����� ��� ��� ��� ��� ���

�� ���� 센서(120),� �� ��� �� ��� ���� ���� 메모리

(130),� �� ���� ��� ���� ��� ���� �� ����� 포함하고,

��� ����� ��� �� �� ��� ���� 센싱관(123)� ��� ��

�� �� ��� ���� ����� ��� ��� 감지하고,

�� ���� �� �� ��� ��� �� ����� ��� ��� ��� 관

��� ���� ��� �� �� �� ��� ���� ���� �� ��� 감

���� ����� �� �� ���� �� ��� ��� ��� ��� ��

�� 샘플러.

<43>� KR138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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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DEVICE� FOR� ACTIVATION� OF� GRIPPING� JAWS� IN� CONTINUOUSLY�

ROTATING� TORQUE� TONGS� FOR� USE� UNDER� PULLING� AND� OPENING� OF�

THREADED� CONNECTIONS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2822030A 출원일 2012-08-07

공개(등록)번호 EP2744969A1 공개(등록)일 2014-06-25

기술요약

Continuously� rotating� power� tong� for� making� the� threaded� connections� (2)�

of� pipes,� primarily� used� for� drilling� for� oil� and� gas� in� the� petroleum�

industry.� The� power� tong� comprising� radially� movable� jaw� sections� (22),�

connected� to� a� driving� disc� (12),� where� hydraulic� pumps� (16,� 17)� are�

mounted,� the� pumps� (16,� 17)� being� driven� by� an� endless� chain� (15)�

through� gears� (35)� and� the� chain� (15)� being� driven� by� motors� (18,� 19)�

through� gears� (27,� 28).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torque� tong� for� assembling� pipes� (1)� with� threaded� connections� (2)� for�

use� in� subterranean� drilling,� as� known� from� the� petroleum� industry,� the�

torque� tong� comprising� a� radial� opening� (45)� for� inserting� and/or� removing�

pipe� or� threaded� connections� and� a� drive� ring� (12)� non-rotatably� supported�

in� surrounding� structures� (7,� 11,� 9,� 8),� wherein� the� drive� ring� (12)� is�

connected� to� a� structure� (21)� arranged� with� radially� displaceable� (44)�

gripping� jaws� (22,� 24),� and� wherein� the� transfer� of� power� for� operating�

pumps� (16,� 17)� disposed� on� the� rotary� drive� ring� (12)� with� the� radial�

opening� (45)� is� accomplished� through� an� endless� chain� (15)� driven� by�

motors� (18,� 19),�

� characterized� in� that� the� motors� (18,� 19)� are� rotationally� rigidly�

synchronized� by� means� of� a� synchronization� chain� (29)� via� gear� wheels� (43,�

27,� 28),� and� that� the� chain� (15)� drives� a� gear� wheel� or� wheels� (35)�

connected� to� the� hydraulic� pumps� (16,� 17),� with� a� clutch� having� a�

backstop� (33)� being� provided� between� the� pumps� (16,� 17)� and� the� gear�

wheels� (35).

<44>� EP274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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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Work� platform,� device� for� creating� a� foundation� element� and� foundation�

method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3357A 출원일 2013-01-24

공개(등록)번호 EP2759641A1 공개(등록)일 2014-07-30

기술요약

The� platform� (40)� has� a� guide� frame� (42)� positioned� on� a� soil� surface,� and�

linearly� guiding� a� removal� device� (20).� An� anchoring� element� e.g.� concrete�

block,� is� lowerable� in� the� soil,� and� anchors� the� frame� at� the� soil.� The�

anchoring� element� is� rotationally� rigidly� anchored� in� the� soil.� The� frame� is�

pivotably� mounted� around� the� anchoring� element� by� a� pivot� drive.� The�

anchoring� element� has� an� angular� cross-section.� An� annular� coupling�

element� is� arranged� at� the� anchoring� element.� A� retainer� retains� and/or�

linearly� guides� the� anchoring� element,� and� is� rotatably� mounted� relative� to�

the� frame.� Independent� claims� are� also� included� for� the� following:� (1)� a�

device� for� creating� a� foundation� element� in� soil� (2)� a� foundation� method.

�� 도면

대표청구항

[패밀리특허KR2014-0095437� ��� 1]

�� ��� ��� ��� �� ��� 지반,� �� ��� 베드(bed� of� a� body� of� water)

� ��� � �� �� ��� ����� 작업대(working� platform)로서,�

-� �� �� ��� ���� ����� �� ��� ��� � �� ��� 프레임(guide�

frame);�및

-� �� ��� �� ��� ���� ���� �� �� ���� ��� � �� ��� 하

�� �� 요소(anchoring� element)� 포함하며,

�� �� ��� ��� 토크-저항적으로(in� a� torque-proof� manner)� ��� � 있고,���

��� ���� �� �� ��� ��� �� 가능하게(in� a� pivotable� manner)� 지지되

며,

�� 구동부(pivot� drive)가� 제공되고,� �� �� ���� �� �� ��� ���� ���

��� �� �� ��� ��� ��� � 있는,�작업대.

<45>� EP275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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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METHOD� AND� DEVICE� FOR� RISERLESS� DRILLING� FLUID� RECOVERY

출원인 AGR� SUBSEA� AS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4356701A 출원일 2014-05-07

공개(등록)번호 US20140305657A1 공개(등록)일 2014-10-16

기술요약

A� method� and� a� device� for� enabling� the� use� of� riserless� drilling� fluid�

recovery� from� a� seabed-based� borehole� (� 1)� which� is� to� be� drilled� by�

means� of� a� casing� (26),� the� casing� (26)� being� provided� with� a� drill� bit� (28)�

at� its� lower� portion� and� with� an� inner� wellhead� (30)� at� its� upper� portion,�

and� there� being� a� conductor� casing� (6),� which� has� an� outer� wellhead� (8),�

in� the� seabed� (2),� the� method� including:—providing� a� suction� module� (12)�

with� a� dividable� adapter� (16)� which� fits� complementarily� in� the� outer�

wellhead� (8);—drilling� a� length� of� the� borehole� (1)� by� means� of� the� casing�

(26)� extending� through� the� suction� module� (12),� while,� at� the� same� time,�

drilling� fluid� is� flowing� via� the� suction� module� (12)� from� the� borehole� (1);—

subsequently� pulling� the� adapter� (16)� up� from� the� outer� wellhead� (8)� and�

dividing� the� adapter� (16);� and—lowering� the� casing� (26)� with� the� inner�

wellhead� (30)� through� the� suction� module� (12)� and� the� adapter� (16)� to� its�

position� in� the� outer� wellhead� (8).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method� for� riserless� drilling� fluid� recovery� from� a� seabed-based� borehole�

configured� to� be� drilled� by� a� casing� comprising� a� drill� bit� at� its� lower�

portion� and� an� inner� wellhead� at� its� upper� portion,� and� a� conductor� casing�

comprising� an� outer� wellhead� placed� on� the� seabed,� the� method�

comprising:�

providing� a� suction� module� with� a� dividable� adapter� fit� complementarily� in�

the� outer� wellhead;�

drilling� a� length� of� the� borehole� with� the� casing� extending� through� the�

suction� module,� while� drilling� fluid� simultaneously� flows� from� the� borehole�

via� the� suction� module;�

subsequently� pulling� the� dividable� adapter� up� and� out� of� the� outer�

wellhead� and� dividing� the� dividable� adapter;� and�

lowering� the� casing� with� the� inner� wellhead� through� the� suction� module�

and� the� dividable� adapter� into� a� position� in� the� outer� wellhead.

<46>� US201403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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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DRILLING� SYSTEM� AND�METHOD

출원인 FUGRO� SEACORE� LTD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3704996A 출원일 2013-01-24

공개(등록)번호 EP2807325A2 공개(등록)일 2014-12-03

기술요약

A� system� for� drilling� a� subterranean� bore� at� a� subsea� location� is� provided,�
the� system� comprising� a� drilling� unit� for� location� on� the� seabed� and�
remotely� operable� from� the� water� surface� to� drill� a� bore� using� a� drill�
string;� a� transport� assembly� moveable� between� the� water� surface� and� the�
drilling� unit� when� at� the� location� on� the� seabed,� wherein� the� transport�
assembly� comprises� a� receptacle� for� receiving� a� downhole� tool;� first� transfer�
means� for� transferring� a� first� downhole� tool� from� the� drill� string� to� the�
transport� assembly;� and� second� transfer� means� for� transferring� a� second�
downhole� from� the� transport� assembly� to� the� drill� string;� whereby� the� first�
and� second� transfer� means� are� operable� to� recover� from� the� drill� string� a�
first� downhole� tool� and� deliver� to� the� drill� string� a� second� downhole� tool�
in� a� single� deployment� of� the� transport� assembly� from� the� water� surface� to�
the� drilling� unit.� A� method� for� drilling� a� subterranean� bore� at� a� seabed�
location� comprises� providing� a� drilling� unit� on� the� seabed;� conducting� a�
drilling� operation� using� a� drill� string� by� remote� operation� of� the� drilling�
unit� from� a� surface� location,� the� drill� string� having� therein� a� first� downhole�
tool;� transporting� a� second� downhole� tool� from� the� surface� to� the� drilling�
unit� by� means� of� a� transport� assembly;� recovering� the� first� downhole� from�
the� drill� string� to� the� transport� assembly;� transferring� the� second� downhole�
tool� from� the� transport� assembly� to� the� drill� string;� transporting� the� first�
downhole� tool� to� the� surface� by� means� of� the� transport� assembly;� and�
continuing� the� drilling� operation� using� the� second� downhole� tool.� The�
system� and� method� are� especially� useful� in� the� recovery,� transport� and�
deployment� of� an� inner� tube� for� holding� a� core� sample.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system� for� drilling� a� subterranean� bore� at� a� subsea� location,� the� system�

comprising:�
� a� drilling� unit� for� location� on� the� seabed� and� remotely� operable� from� the�

water� surface� to� drill� a� bore� using� a� drill� string;�

� a� transport� assembly� moveable� between� the� water� surface� and� the� drilling�
unit� when� at� the� location� on� the� seabed,� wherein� the� transport�

� assembly� comprises� a� receptacle� for� receiving� a� downhole� tool;�

� first� transfer� means� for� transferring� a� first� downhole� tool� from� the� drill�
string� to� the� transport� assembly;� and�

� second� transfer� means� for� transferring� a� second� downhole� from� the�

transport� assembly� to� the� drill� string;� whereby� the� first� and� second� transfer�
means� are� operable� to� recover� from� the� drill� string� a� first� downhole� tool�

and� deliver� to� the� drill� string� a� second� &lt;� downhole� tool� in� a� single�

deployment� of� the� transport� assembly� from� the� water� surface� to� the�
drilling� unit.

<47>� EP280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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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Underwater� work� assembly� and� method� for� anchoring� thereof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592316A 출원일 2012-08-22

공개(등록)번호 US8911180B2 공개(등록)일 2014-12-16

기술요약

The� invention� relates� to� an� underwater� work� assembly� and� to� a� method�
for� anchoring� the� underwater� work� assembly� in� a� bed� of� a� lake,� sea� or�

river.� The� work� assembly� comprises� a� service� platform� which� can� be�

lowered� and� a� plurality� of� supporting� feet� which� are� mounted� so� that� they�
can� be� adjusted� on� the� service� platform� for� positioning� on� the� lake,� sea� or�

river� bed� and� can� be� moved� in� and� out� relative� to� the� service� platform� by�

means� of� an� actuating� cylinder.� In� order� to� improve� anchoring� it� is�
provided� that� at� least� one� supporting� foot� is� mounted� rotationally� relative�

to� the� service� platform� and� that� a� rotary� drive� facing� the� supporting� foot� is�

provided,� with� which� the� supporting� foot� is� driven� in� rotation� for� screwing�
into� the� lake,� sea� or� river� bed.

�� 도면

대표청구항

[��� 1]

Underwater� work� assembly,� in� particular� for� creating� a� bore� in� a� bed� of� a�

water� body,� having�

a� service� platform� which� can� be� lowered;� and�

a� plurality� of� supporting� feet� which� are� mounted� on� the� service� platform�

for� positioning� on� the� bed� of� the� water� body;� said� plurality� of� supporting�

feet� are� adjustable� and� movable� in� and� out� relative� to� the� service� platform�

by� means� of� an� actuating� cylinder;�

wherein�

at� least� one� supporting� foot� is� rotationally� mounted� relative� to� the� service�

platform;�

a� rotary� drive� assigned� to� the� supporting� foot� is� provided,� with� which� the�

supporting� foot� is� driven� in� rotation� for� screwing� into� the� bed� of� the� water�

body;� and�

the� supporting� foot� comprises� a� base� element� and� an� adjusting� element�

which� is� mounted� rotationally� securely� and� axially� displaceably� on� the� base�

element.

<48>� US891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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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Method� for� sea� floor� drilling� using� hagfish� slime� as� drilling� fluid� additive

출원인
GREGG� DRILLING� &� TESTING�

INC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4346726A 출원일 2014-03-26

공개(등록)번호 US8912131B2 공개(등록)일 2014-12-16

기술요약

A� method� for� drilling� formations� below� the� bottom� of� a� body� of� water�

include� mixing� a� selected� amount� of� hagfish� slime� with� water� and� drilling�

the� formations� using� the� slime-water� mixture� as� a� circulating� drilling� fluid.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method� for� drilling� formations,� comprising:�

mixing� a� selected� amount� of� hagfish� slime� with� water;� and�

drilling� the� formations� using� the� slime-water� mixture� as� a� circulating� drilling�

fluid.

<49>� US89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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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 ��� ���� �� ��� �� � 방법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1254958A 출원일 2012-05-23

공개(등록)번호 KR1484100B1 공개(등록)일 2015-01-16

기술요약

� ��� �� ��� ���� �� �� 플랫폼,� �� ��� �� ���� 배

��� �� �� ���� ������ 배열되는,� � �� �� �� 요소,� � 드

� ����� �� ���� ��� ��� ���� ������ 형성된,� ��

���� ��� ��� ��� ��� ���� ���� �� ���� �� 요소

� ���� �� ��� ��� �� 것이다.� � ��� ��� ��� �����

위해,� ��� ���� �� ���� ���� �� ����� ����� 지지하

� ��� ��� ����� ��� ���� ����� ���� �� �� 플랫

�� 제공된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 ��� ���� �� �� 플랫폼(submersible� working� platform),

�� ��� �� �� ���� ���� ��� �� �� ���� ������

배열되는,� � �� �� �� 요소(ground� contact� element),� 및

�� �� ���� 배열되고,� �� ���� ��� ��� ���� �����

��� �� ����� �� ���� �� ��� ��� ���� ������

���� ��� ��� ��� 파이프(guide� pipe)� 포함하며,

�� �� ���� 드럼-��� 프레임(drum-shaped� frame)� 포함하고,

�� ��� ���� �� �� ���� �� 드럼-��� 프레임(drum-shaped�

frame)� ��� �� ���� ��� � �� ��� � ��� 지지되고,� ���

�� 물질(ground� material)� ���� �� 톱니(cutting� teeth)� 구비하며,

�� ��� ���� ����� ���� ��� ��� 드라이브(guide� pipe�

drive)가� �� �� ���� 제공되며,

�� ��� ��� ����� �� ��� ���� ���� 작동하며,� �� 가

�� ���� 콜릿(collet)� ��� ��� ��� �� 드라이브(collet� drive)�

구비하며,� �� ��� �� ��� ���� ��� 조이고,� �� ��� �� 콜릿

� ��� �� �� ���� ��� ��� ��� ���� 실린더(twist�

cylinder)� �� �� ��� 비틀림각(angle� of� twist)�� � � 있고,

�� ��� ��� �� �� ����� �� ��� ��� ��� ���� 클

��� �� �� ��� ���� 고정되는,� �� 요소(foundation� element)� 수

� ��� ���� �� ��� 장치(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50>� KR14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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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DRILLING� SYSTEM� AND�METHOD

출원인 FUGRO� SEACORE� LTD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4374403A 출원일 2014-07-24

공개(등록)번호 US20150021092A1 공개(등록)일 2015-01-22

기술요약

A� system� for� drilling� a� subterranean� bore� at� a� subsea� location� is� provided,�
the� system� comprising� a� drilling� unit� for� location� on� the� seabed� and�
remotely� operable� from� the� water� surface� to� drill� a� bore� using� a� drill�
string;� a� transport� assembly� moveable� between� the� water� surface� and� the�
drilling� unit� when� at� the� location� on� the� seabed,� wherein� the� transport�
assembly� comprises� a� receptacle� for� receiving� a� downhole� tool;� first� transfer�
means� for� transferring� a� first� downhole� tool� from� the� drill� string� to� the�
transport� assembly;� and� second� transfer� means� for� transferring� a� second�
downhole� from� the� transport� assembly� to� the� drill� string;� whereby� the� first�
and� second� transfer� means� are� operable� to� recover� from� the� drill� string� a�
first� downhole� tool� and� deliver� to� the� drill� string� a� second� downhole� tool�
in� a� single� deployment� of� the� transport� assembly� from� the� water� surface� to�
the� drilling� unit.� A� method� for� drilling� a� subterranean� bore� at� a� seabed�
location� comprises� providing� a� drilling� unit� on� the� seabed;� conducting� a�
drilling� operation� using� a� drill� string� by� remote� operation� of� the� drilling�
unit� from� a� surface� location,� the� drill� string� having� therein� a� first� downhole�
tool;� transporting� a� second� downhole� tool� from� the� surface� to� the� drilling�
unit� by� means� of� a� transport� assembly;� recovering� the� first� downhole� from�
the� drill� string� to� the� transport� assembly;� transferring� the� second� downhole�
tool� from� the� transport� assembly� to� the� drill� string;� transporting� the� first�
downhole� tool� to� the� surface� by� means� of� the� transport� assembly;� and�
continuing� the� drilling� operation� using� the� second� downhole� tool.� The�
system� and� method� are� especially� useful� in� the� recovery,� transport� and�
deployment� of� an� inner� tube� for� holding� a� core� sample.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system� for� drilling� a� subterranean� bore� at� a� subsea� location,� the� system�
comprising:�
a� drilling� unit� for� location� on� the� seabed� and� remotely� operable� from� the�
water� surface� to� drill� a� bore� using� a� drill� string;�
a� transport� assembly� moveable� between� the� water� surface� and� the� drilling�
unit� when� at� the� location� on� the� seabed,� wherein� the� transport� assembly�
comprises� a� receptacle� for� receiving� a� downhole� tool;�
first� transfer� means� for� transferring� a� first� downhole� tool� from� the� drill�
string� to� the� transport� assembly;� and�
second� transfer� means� for� transferring� a� second� downhole� tool� from� the�
transport� assembly� to� the� drill� string;�
whereby� the� first� and� second� transfer� means� are� operable� to� recover� from�
the� drill� string� the� first� downhole� tool� and� deliver� to� the� drill� string� the�
second� downhole� tool� in� a� single� deployment� of� the� transport� assembly�
from� the� water� surface� to� the� drilling� unit.

<51>� US2015002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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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채니기

출원인 정춘화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1333927A 출원일 2013-03-28

공개(등록)번호 KR2014118299A 공개(등록)일 2014-10-08

기술요약

� ��� � �� 진흙·�� �� �� ���� ���� ��� ���� 채니기

� �� 것으로서,� �� ������ �� ��� ������� ���� ���

�� ����� ��� �� ��� ��� ���� �� 있고,� ��� ��� 줄

� � 있으며,� �� �� ��� ��� ��� ��� ����� ��� � � 있

� ��� ��� ���� ���� ���� �� 것이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웨이트(23)� ���� ��� ���� 웨이트부(2)와;� 웨이트부(2)� ���� 조

��� 채니유도관(31)� ��� 채니공(32b)� ��� 헤드(32)� 조립하고,� 지주

관(22)� 헤드(32)���� 지주관(22)� ��� ���� 체크밸브(33)� � 체크밸브

(33)� 헤드(32)� ��� ��� 채니관(34)� 설치하며,� 헤드(32)� ���� ��

켓처(6)� ��� 채니부(3);� ���� ��� ���� 채니기(1)� 있어서;�

�� 헤드(32)� ��� ��� �� 켓처(6)는;�

헤드(32)� ��� 걸림턱(32c)���� 헤드(32)� ��� 채니공(32b)� ���

���� 유입공(61a)� ��� ���� ���� 이루어지며,� ����� ���

결합돌출부(61b)� ��� 하부재(61)와;

�� 하부재(61)� 결합돌출부(61b)� �� ���� ���� ��� ������

��� 켓처부재(63)�� ��� �� ����� 켓처(62)와;

�� 하부재(61)� ������ ��� 결합되며,� ���� ��� ���� 테이

퍼공(64a)� ���� 켓처부재(63)�� �� ���� ���� 상부재(64)� 포함

�� �� ���� �� ��� ���� 채니기.

<52>� KR201411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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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Oil-pressure� type� fixed� piston� sampler

출원인
UNIV� DONG� A� RES� FOUND�

IND� ACAD� COOP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387833A 출원일 2012-01-30

공개(등록)번호 US8820401B2 공개(등록)일 2014-09-02

기술요약

즉,� � ��� ���� ���� ��� ���� 웨이트부와;� ����� ���� ����
������ ��� ���� ��� ��� 조립하고,� ���� ������ ��� ���
���� ���� � ����� ��� ��� ��� ���� 설치하며,� �� ���� 코
� ��� ��� 채니부;� ���� ��� ���� ���� 있어서;� �� ��� ���
��� �� 켓처는;� ��� ��� ���� ���� ��� ��� ���� ��� 직경으
� ���� ��� ���� ���� 이루어지며,� ����� ��� ������ ���
하부재와;� �� ���� ������ �� ���� ���� ��� ������ ���
������ ��� �� ����� 켓처와;� �� ���� ������ ��� 결합되며,�
���� ��� ���� ����� ���� ������ �� ���� ���� 상부재
� ��� 것이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An� oil� pressure� type� fixed� piston� sampler� comprising:�
a� sampling� unit� 12� configured� to� be� inserted� into� a� drilled� hole� such� that� when� a�
movable� piston� 80� moves� downward,� a� sampling� tube� 1� moves� downward� to� take� a�
sample;� and
an� oil-pressure� controller� 14� connected� to� the� sampling� unit� 12� and� configured� to�
control� oil� pressure� to� cause� the� movable� piston� 80� to� move� vertically,
wherein� the� sampling� unit� 12� comprises:�
an� upper� head� 20� disposed� above� the� movable� piston� 80;
a� lower� head� 40� disposed� below� the� movable� piston� 80;
a� piston� housing� 70� joiningly� disposed� between� the� upper� head� 20� and� the� lower�
head� 40� and� configured� to� accommodate� the� movable� piston� 80� therein� to� cause�
the� movable� piston� 80� to� move� vertically� in� the� piston� housing� 70;
a� rod� block� 100� disposed� below� the� lower� head� 40� and� fixed� to� an� upper� side� of�
the� sampling� tube� 1;
a� movable� rod� 90� disposed� to� pass� through� the� lower� head� 40� to� cause� the�
movable� rod� to� move� vertically� and� be� supported� by� the� lower� head� 40,� the�
movable� rod� being� joined� at� one� end� thereof� to� the� movable� piston� 80� and� joined�
at� the� other� end� thereof� to� the� rod� block� 100� such� that� the� rod� block� 100� is�
operated� in� cooperation� with� the� movable� rod� 90� by� the� vertical� movement� of� the�
movable� piston� 80;�
a� fixed� piston� 110� disposed� to� move� vertically� within� the� sampling� tube� 1;
a� fixed� rod� 92� disposed� at� the� inside� of� the� movable� rod� 90� to� cause� the� movable�
piston� 80� and� the� movable� rod� 90� to� move� vertically,� the� fixed� rod� being� joined� at�
one� end� thereof� to� the� upper� head� 20� and� joined� at� the� other� end� thereof� to� the�
fixed� piston� 110� while� passing� through� the� rod� block� 100,� the� lower� head� 40,� and�
the� movable� piston� 80� such� that� the� fixed� piston� 110� is� supported� by� the� fixed� rod�
92;� and
a� separation� rod� 94� disposed� at� the� inside� of� the� fixed� rod� 92� so� as� to� move�
vertically,� the� separation� rod� being� joined� at� one� end� thereof� to� the� fixed� piston� 110�
and� exposed� at� the� other� end� thereof� outwardly� from� the� top� of� the� upper� head� 20�
while� passing� through� the� upper� head,
wherein� the� movable� piston� 80� further� comprises� a� cushion� protrusion� 82� formed� at�
the� lower� side� thereof� and� having� an� outer� diameter� larger� than� that� of� the�
movable� rod� 90,� and
wherein� the� lower� head� 40� further� comprises� a� cushion� pocket� 50� having� a� space�
defined� at� an� upper� portion� thereof� so� as� to� allow� the� cushion� protrusion� 82� to� be�
inserted� thereto.

<53>� US8820401

 



해저지질시료 획득을 위한 시추시스템 구축 기획연구보고서

252

��� 명칭
METHOD� FOR� SEA� FLOOR� DRILLING� USING� HAGFISH� SLIME� AS� DRILLING�

FLUID� ADDITIVE

출원인
GREGG� DRILLING� &� TESTING�

INC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2806197A 출원일 2012-10-10

공개(등록)번호 EP2768923A1 공개(등록)일 2014-08-27

기술요약

A� method� for� drilling� formations� below� the� bottom� of� a� body� of� water�

include� mixing� a� selected� amount� of� hagfish� slime� with� water� and� drilling�

the� formations� using� the� slime-� water� mixture� as� a� circulating� drilling� fluid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method� for� drilling� formations� below� the� bottom� of� a� body� of� water,�

comprising:�

� mixing� a� selected� amount� of� hagfish� slime� with� water� from� the� body�

thereof;� and� drilling� the� formations� using� the� slime-� water� mixture� as� a�

circulating� drilling� fluid.

<54>� EP276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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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작업대,� �� ��� �� �� � �� 공법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147786A 출원일 2014-01-22

공개(등록)번호 KR2014095437A 공개(등록)일 2014-08-01

기술요약

� ��� �� �� ��� ��� �� ��� 지반,� �� ��� 베드(bed� of� a�

body� of� water)� ��� � �� �� ��� ��� �� 작업대(working�

platform)� �� 것이다.� ���� �� ��� ���� ����� �� ���

��� � �� ��� 프레임(guide� frame)� � ��� ��� ���� 고정시키

� ��� ��� � �� ��� ��� �� 요소(anchoring� element)� 포함한

다.� �� ��� ��� 토크-����� ��� � 있다.� ��� ���� �� 요

�� ��� ������ 지지된다.� ��� ���� ��� ��� �� ���

��� ��� � �� �� ���� 제공된다.� � ��� �� ��� � �� 것

이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 ��� ��� ��� �� ��� 지반,� �� ��� 베드(bed� of� a� body�

of� water)� ��� � �� �� ��� ����� 작업대(working� platform)로

서,�

-� �� �� ��� ���� ����� �� ��� ��� � �� ��� 프레

임(guide� frame);� 및

-� �� ��� �� ��� ���� ���� �� �� ���� ��� � ��

��� ��� �� 요소(anchoring� element)� 포함하며,� �� �� ��� 지반

� 토크-저항적으로(in� a� torque-proof� manner)� ��� � 있고,

�� ��� ���� �� �� ��� ��� �� 가능하게(in� a� pivotable�

manner)� 지지되며,

�� 구동부(pivot� drive)가� 제공되고,� �� �� ���� �� �� ��� 프레임

� ��� ��� �� �� ��� ��� ��� � 있는,� 작업대.

<55>� KR2014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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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 � ���� 형성방법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1292376A 출원일 2012-08-23

공개(등록)번호 KR1419514B1 공개(등록)일 2014-07-15

기술요약

� ��� 호수,� �� �� ��� ���� ���� ���� �� ��� ���

�� 것으로,� 호수,� �� �� �� ���� ����� ��� � �� �� 플랫

폼,� �� ����� � ���� ��� � ��� �� ���� ��� �� 드

��� � �� ��� ��� �� ����� �� ����� ��� � �� 드

� ��� 포함한다.� �� ��� �� ��� 형성되고,� �� ��� �� �� 유

� � ��� �� ���� ���� ��� � 있고,� �� �� � ��� ��

���� �� �� ���� 제공되며,� �� ���� �� �� ��� �� 드라

�� ��� ��� �� ���� �� ���� ��� � 있다.� � ��� ��

호수,� �� �� �� ���� ���� ���� ��� �� 것이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해저면(bed� of� a� water� body)� ���� ���� �� ��� 장치로서,

���� ����� ��� � �� �� 플랫폼(service� platform),

�� �� ����� � ���� ��� � ��� �� ���� ��� �� 드

라이브(drill� drive)� �

�� �� ����� �� ������ ���� �� 헤드(drill� head)� ���

�� 로드(drill� rod)� 포함하며,

�� �� ���� ��� ��� 포함하고,� �� ��� ��� �� �� 드라이

�� ���� �� ��� ��� �� �� �� ����� ����� 이동가능

�� 장착되며,

�� ��� �� �� ��� 형성되며,� �� �� ��� �� �� ��� 굴착

� �� 절삭물(excavated� drill� cuttings)� �� �� �� ����� ����

��� � 있고,�

�� �� ���� 위에,� ��� �� 절삭물(excavated� drill� cuttings)� �� 상

� �� ��� ��� ���� ���� �� ��� 배치되고,�

�� ��� �� 절삭물(excavated� drill� cuttings)� �� �� �� ��� ��

� ���� �� �� �� ��� �� ���� �� ��� ��� ��� ��

�� ��� �� 배치되며,� �� �� ���� �� �� �� ��� �� ��

�� ��� �� ��� �� 절삭물(excavated� drill� cuttings)� �� ����

��� � 있는,� �� ��� 장치.

<56>� KR14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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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 � ���� 형성방법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1292651A 출원일 2012-08-23

공개(등록)번호 KR1419513B1 공개(등록)일 2014-07-15

기술요약

� ��� 호수,� �� �� ��� ���� ���� ���� �� ��� ���

�� 것으로,� 호수,� �� �� �� ���� ����� ��� � �� �� 플랫

폼,� �� ���� ����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적어

� ��� �� ���� ��� ��� ��� 포함하며,� �� ���� �� ��

����� ��� ��� � ���� 이동가능하게(displaceably)� 가이드되고,� 가

�� ��� ���� �� ���� ���� ��� � ��� ��� ��� 고

정된다.� � ��� �� 호수,� �� �� �� ���� ���� ���� ���

�� 것이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해저면(bed� of� a� water� body)� ���� ���� �� ��� 장치로서,

���� ����� ��� � �� �� 플랫폼(service� platform),

�� �� ���� ��� �� 드라이브(drill� drive)� �

�� �� ����� �� ������ ���� �� 헤드(drill� head)� ���

�� 로드(drill� rod)� 포함하며,

�� �� ���� ��� 튜브(guide� tube)� 포함하고,� �� ��� ��� 내면

� ��� ��� �� 가이드(linear� guide)가� 형성되며,� �� �� ���� ��

�� �� ����� ��� ��� ����� �� �� ����� � ����

이동하고,�

�� ��� ��� ���� �� �� ���� ���� ��� � ��� ��

��� ��� 고정되며,

�� �� ����� ��� ��� � ���� ��� � �� �� ���� 상

단부(drill� drive� upper� part)� � �� ���� 하단부(drill� drive� lower� part)� 포

함하며,�

��� �� �� ���� ���� � ���� ����� �� ��� ���

�� ���� ���� ��� ��� ���� ��� ��� 요소(outwardly�

pointing� guide� element)� 포함하는,� �� ��� 장치.

<57>� KR141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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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 � �� ���� 방법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1292404A 출원일 2012-08-23

공개(등록)번호 KR1415752B1 공개(등록)일 2014-07-08

기술요약

� ��� �� �� ���� � 호수,� �� �� �� ���� �� �� 어셈블

�� ���� ��� �� 것이다.� �� ����� ��� � �� �� ���

� 호수,� �� �� �� ���� �� ��� ��� �� ����� ��� �

�� �� 실린더(actuating� cylinder)� ��� �� ���� ��� ���� 이

�� � ��� ��� ��� ��� �� 포함한다.� ��� ���� �� ���

��� ��� 풋(supporting� foot)� �� ���� ��� ������ ����

��� 풋(supporting� foot)� ��� ��� ����� 제공되며,� ��� 드라이

브로,� 호수,� �� �� �� ���� ����� ��� �� �� 구동시킨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해저면(bed� of� a� water� body)� ���� ���� �� �� 어셈블리로서,

��� � �� �� 플랫폼(service� platform)� � ���� ����� �� ��

�� �� ��� ��� ���� �� ���� �� �� �� ���� ���

���� ��� � ��� �� ���� ��� ��� ��� 풋(supporting�

foot)� 포함하며,�

��� ��� ��� 풋(supporting� foot)� �� �� ���� ��� 회전가능하

� 탑재되고,� �� ��� �� ��� ��� 드라이브(rotary� drive)가� 제공되며,�

��� ��� ���� �� �� ��� ����� �� ��� �� 회전구동되

며,� �� ��� �� ��� 요소(base� element)� � �� ��� ��� 회전가능

�� ���� � ���� ������ ���� �� 요소(adjusting� element)

� 포함하는,� �� �� 어셈블리.

<58>� KR14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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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 �� � ����� ���� ���� 방법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한국

출원번호 KR201292668A 출원일 2012-08-23

공개(등록)번호 KR1412039B1 공개(등록)일 2014-06-26

기술요약

� ��� �� �� ��� ��� 해저면(bed� of� a� water� body)� ������

�� ��� � �� �� 플랫폼,� �� ����� �� � �� ��� � 방향으

� ��� � ��� �� ���� ��� ��� 튜브,� �� ��� ��� 가이

� ��� ���� �� ����� �� ��� � �� �� �� � 호수,� ��

�� �� ���� �� 해저면(bed� of� a� water� body)� ��� ��� ��� 삽

��� �� �� ���� ���� ��� �� 드라이브(guide� tube� drive)� 포

함한다.� ��� ��� ���� �� ��� ��� �� � �� � 호수,� ��

�� �� �� �� ���� ���� ��� ����� 위해,� ��� ��� 슬

��� �� 수단(sliding� support� means)� 포함한다.

�� 도면

대표청구항

[��� 1]

해저면(bed� of� a� water� body)� ���� ���� �� ��� 장치로서,

���� �� ����� ��� � �� �� 플랫폼(service� platform),

�� �� ���� �� � �� �� ����� �� � � ���� ��� �

��� ��� ��� 튜브,

�� ��� ���� ���� �� ��� ��� �� ��� 포함하며,� �� 가

�� ��� ���� ��� 공구,� �

�� �� ���� ���� ��� �� 드라이브(guide� tube� drive)� 포함하며,

�� �� ��� �� 드라이브(drill� drive)� �� ��� � 있고,�

�� ��� �� ����� ��� ��� �� ��� ��� ���� �� 상

� ��� ��� ����� 구동하며,

��� ��� �� ��� ��� ���� �� �� ��� ��� �� � ��

� ���� �� 물질(earth� material)� ���� ���� ��� ���� 위해,�

�� ��� ��� ���� �� 수단(sliding� support� means)� 포함하는,� ��

��� 장치.

<59>� KR14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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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and� method� for� making� a� bore� in� a� bed�

of� a� water� body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592313A 출원일 2012-08-22

공개(등록)번호 US8757289B2 공개(등록)일 2014-06-24

기술요약

The� invention� relates� to� an�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and� a� method�

for� making� a� bore� in� a� bed� of� a� lake,� sea� or� river,� having� a� service�

platform� which� can� be� lowered� for� positioning� on� the� lake,� sea� or� river�

bed,� a� guide� tube� which� is� mounted� so� that� it� can� be� rotated,� axially�

moved� as� well� as� fixed� on� the� service� platform,� a� drill� rod� with� drill� head�

which� is� arranged� in� the� guide� tube� and� can� be� driven� via� a� drill� drive,�

and� a� guide� tube� drive� which� is� arranged� on� the� service� platform� for�

incorporation� of� the� guide� tube� in� the� lake,� sea� or� river� bed.� In� order� to�

reduce� the� friction� which� arises� upon� incorporation� of� the� guide� tube�

between� the� outer� shell� surface� of� the� guide� tube� and� the� earth� material�

of� the� lake,� sea� or� river� bed,� the� guide� tube� has� a� sliding� support� means.

�� 도면

대표청구항

[��� 1]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for� creating� a� bore� in� a� bed� of� a� water�

body,� having�

a� service� platform� which� can� be� lowered� for� positioning� on� the� bed� of� the�

water� body,�

a� guide� tube� which� is� mounted� so� that� it� can� be� rotated� and� axially�

moved� as� well� as� fixed� on� the� service� platform,�

a� drilling� tool� including� a� drill� rod� with� drill� head� arranged� at� the� lower�

end� of� the� drill� rod,� said� drilling� tool� is� arranged� in� the� guide� tube� and�

said� drill� rod� can� be� driven� via� a� drill� drive� and�

a� guide� tube� drive� which� is� arranged� on� the� service� platform,� said� guide�

tube� drive� is� adapted� to� rotationally� drive� the� guide� tube� for� driving� the�

guide� tube� into� the� bed� of� the� water� body,�

wherein� the� guide� tube� comprises� a� sliding� supporter� for� reducing� the�

friction� arising� during� driving� the� guide� tube� into� the� bed� of� the� water�

body� between� an� outer� shell� surface� of� the� guide� tube� and� the� earth�

material� of� the� bed� of� the� water� body.

<60>� US87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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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and� method� for� making� a� bore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592332A 출원일 2012-08-22

공개(등록)번호 US8720603B2 공개(등록)일 2014-05-13

기술요약

The� invention� relates� to� an�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for� making� a�

bore� in� the� bed� of� a� lake,� sea� or� river� with� a� platform� which� can� be�

lowered� for� positioning� on� the� bed� of� the� lake,� sea� or� river,� a� drill� drive�

which� is� arranged� on� the� service� platform� and� a� drill� rod� with� drill� head�

which� can� be� driven� in� rotation� via� the� drill� drive.� It� is� provided� that� the�

service� platform� comprises� a� guide� tube,� on� the� inner� side� of� which� at�

least� one� linear� guide� is� arranged,� along� which� at� least� one� part� of� the�

drill� drive� is� guided� axially� displaceably� and� the� guide� tube� is� held� so� that�

it� can� be� adjusted� and� fixed� in� a� mount� of� the� service� platform.� The�

invention� further� relates� to� a� method� for� creating� a� bore� in� the� bed� of� a�

lake,� sea� or� river.

�� 도면

대표청구항

[��� 1]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for� making� a� bore� in� a� bed� of� a� water�

body,� comprising� a� service� platform� which� can� be� lowered� for� positioning�

on� the� bed� of� the� water� body,� a� drill� drive� which� is� arranged� on� the�

service� platform,� and� a� drill� rod� with� drill� head� which� can� be� rotatably�

driven� via� the� drill� drive,�

wherein� the� service� platform� comprises� a� guide� tube,� on� the� inner� side� of�

which� at� least� one� linear� guide� is� arranged,� along� which� at� least� a� part� of�

the� drill� drive� is� guided� so� that� it� can� be� moved� axially,� and� the� guide�

tube� is� held� so� that� it� can� be� adjusted� and� fixed� in� a� mount� of� the� service�

platform;� and�

the� drill� drive� comprises� a� drill� drive� upper� part� and� a� drill� drive� lower� part�

which� can� be� moved� axially� relative� to� each� other� and� at� least� the� drill�

drive� lower� part� comprises� at� least� an� outwardly� pointing� guide� element�

which� cooperates� for� axially� guiding� with� the� at� least� one� linear� guide.

<61>� US87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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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and� method� for� introducing� a� tubular�

foundation� element� into� the� bed� of� a� body� of� water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10942712A 출원일 2010-11-09

공개(등록)번호 US8668028B2 공개(등록)일 2014-03-11

기술요약

The� invention� relates� to� an�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for� introducing�
a� tubular� foundation� element� into� the� bed� of� a� body� of� water� comprising�
at� least� one� rotary� drill� drive,� whereby� a� drill� rod� running� inside� the�
foundation� element� can� be� set� into� rotation� by� means� of� the� rotary� drill�
drive.� The� invention� is� characterized,� among� other� things,� in� that� a�
submersible� working� platform� for� placement� onto� the� bed� of� a� body� of�
water� is� provided,� whereby� on� the� working� platform� at� least� one� holding�
means� for� securing� the� foundation� element� in� a� rotationally� fixed� manner�
on� the� working� platform� is� arranged� and� in� that� at� least� one� mounting�
part� for� placement� onto� the� foundation� element� is� provided,� whereby� the�
mounting� part� has� a� clamping� means� for� securing� the� mounting� part� on�
the� foundation� element,� and� the� rotary� drill� drive� is� arranged� on� the�
mounting� part.� The� invention� also� relates� to� a� method� for� introducing� a�
tubular� foundation� element� into� the� bed� of� a� body� of� water,� which� can� be�
carried� out,� in� particular,� by� means� of� the�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according� to� the� invention.

�� 도면

대표청구항

[��� 1]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for� introducing� a� tubular� foundation�
element� into� the� bed� of� a� body� of� water� comprising:�
at� least� one� rotary� drill� drive,� whereby� a� drill� rod� running� inside� the�
foundation� element� is� capable� to� be� set� into� rotation� by� the� rotary� drill�
drive,�
� wherein�
a� submersible� working� platform� for� placement� onto� the� bed� of� the� body� of�
water� is� provided,�
whereby� on� the� working� platform� at� least� one� holding� mechanism� to�
secure� the� foundation� element� in� a� rotationally� fixed� manner� on� the�
working� platform� is� arranged,� and�
at� least� one� mounting� part� for� placement� onto� the� foundation� element� is�
provided,� whereby� the� mounting� part� has� a� clamping� mechanism� to� secure�
the� mounting� part� on� the� foundation� element,�
the� rotary� drill� drive� is� arranged� on� the� mounting� part,�
the� drill� rod� is� secured� on� the� working� platform� and� the� clamping�
mechanism� is� configured� to� be� uncoupled� to� release� the� drill� rod� from� the�
foundation� element� for� recovering� the� working� platform� together� with� the�
drill� rod� on� completion� of� a� drill-hole.

<62>� US866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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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APPARATUS� ASSOCIATED� WITH� SUB-SEA� OPERATIONS

출원인 FUGRO� SEACORE� LTD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806445A 출원일 2013-09-16

공개(등록)번호 US20130341088A1 공개(등록)일 2013-12-26

기술요약

A� method� of� drilling� a� bore� at� a� subsea� location� is� provided,� the� method�

comprising� providing� a� remotely� operated� drilling� assembly� at� a� subsurface�

location;� providing� a� conduit� extending� from� the� surface� of� the� water� to�

the� remotely� operated� drilling� assembly;� and� drilling� the� bore� at� the� subsea�

location� using� the� remotely� operated� drilling� assembly.� An� apparatus� for�

conducting� a� drilling� operation� at� the� seabed� comprises� a� remotely�

operable� drilling� assembly� deployed� at� a� subsea� location;� and� a� conduit�

extending� from� the� drilling� assembly� to� the� surface� of� the� water.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method� of� carrying� out� predetermined� operations� at� a� deep� seabed�

including� the� step� of� providing� at� the� lower� end� of� a� conduit� a� docking�

station� for� mounting� an� assembly� including� equipment� required� to� perform�

a� required� operation� at� the� seabed,� deploying� a� core� string� from� the�

surface� of� the� water� above� the� seabed� to� present� the� docking� station� to� a�

location� of� the� seabed� at� which� it� is� intended� to� perform� said� operation,�

and� installing� said� assembly� at� the� docking� station.

<63>� US2013034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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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Imaging� Methods� and� Systems� for� Controlling� Equipment� in� Remote�

Environments

출원인 UNIV� TOKYO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439824A 출원일 2012-04-04

공개(등록)번호 US20130265409A1 공개(등록)일 2013-10-10

기술요약

Imaging� methods� and� systems� for� controlling� equipment� in� remote�

environments� are� disclosed� herein.� An� example� system� disclosed� herein� to�

control� equipment� in� a� remote� environment� includes� an� imaging� assembly�

to� determine� feedback� data� based� on� measurement� data� obtained� from� a�

plurality� of� remote� imaging� systems� controllable� to� process� different�

respective� optical� fields-of-view� in� the� remote� environment,� a� flushing�

assembly� controllable� to� project� fluid� to� clear� the� optical� fields-of-view� in�

the� remote� environment,� and� a� controller� to� process� the� feedback� data� to�

determine� a� control� signal� to� control� operation� of� at� least� one� of� (1)� the�

plurality� of� remote� imaging� systems� or� (2)� the� flushing� assembly.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system� to� control� equipment� in� a� remote� environment,� the� system�

comprising:�

an� imaging� assembly� to� determine� feedback� data� based� on� measurement�

data� obtained� from� a� plurality� of� remote� imaging� systems� controllable� to�

process� different� respective� optical� fields-of-view� in� the� remote�

environment;�

a� flushing� assembly� controllable� to� project� fluid� to� clear� the� optical�

fields-of-view� in� the� remote� environment;� and� a� controller� to� process� the�

feedback� data� to� determine� a� control� signal� to� control� operation� of� at� least�

one� of� (1)� the� plurality� of� remote� imaging� systems� or� (2)� the� flushing�

assembly.

<64>� US201302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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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Submarine� drilling� assembly� and� method� for� inserting� a� foundation� element�

into� the� soil� of� a� body� of� water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14380A 출원일 2011-05-27

공개(등록)번호 EP2527539B1 공개(등록)일 2013-09-11

기술요약

The� arrangement� (10)� has� a� star-shaped� submersible� working� platform� (20)�

placed� onto� a� bed� of� a� body� of� water.� Ground� contact� elements� (22)� are�

arranged� on� the� working� platform� for� aligning� the� working� platform� on�

the� bed� of� the� body� of� water� in� an� adjustable� manner.� A� cylindrical� guide�

pipe� (30)� is� arranged� on� the� working� platform� to� receive� and� guide� a�

drilling� tool� (40)� driven� by� a� drill� drive.� The� guide� pipe� is� supported� on� the�

working� platform� in� a� displaceable� and� rotatable� manner.� A� guide� pipe�

drive� (60)� drives� the� guide� pipe� on� the� working� platform� in� a� rotating�

manner.� An� independent� claim� is� also� included� for� a� method� for�

introducing� a� foundation� element� into� a� bed� of� a� body� of� water� with� an�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 도면

대표청구항

[��� 1]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for� introducing� a� foundation� element� into�

a� bed� of� a� body� of� water� comprising�

� *� -� a� submersible� working� platform� (20)� for� placement� onto� the� bed� of� a�

body� of� water,

� *� -� several� ground� contact� elements� (22),� which� are� arranged� in� an�

adjustable� manner� on� the� working� platform� (20)� for� aligning� the� working�

platform� (20)� on� the� bed� of� a� body� of� water,� and

� *� -� at� least� one� guide� pipe� (30)� arranged� on� the� working� platform� (20),�

which� is� designed� to� receive� and� guide� a� drilling� tool� (40)� driven� by� a� drill�

drive� (42),

� *� -� whereby� the� guide� pipe� (30)� is� supported� in� a� longitudinally�

displaceable� and� rotatable� manner� on� the� working� platform� (20)� and

characterized� in� that�

� *� -� on� the� working� platform� (20)� a� guide� pipe� drive� (60)� is� provided� for�

driving� the� guide� pipe� (30)� in� a� rotating� manner� around� its� longitudinal�

axis.

<65>� EP25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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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AND�METHOD� FOR�MAKING� A�

BORE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3592319A 출원일 2012-08-22

공개(등록)번호 US20130048377A1 공개(등록)일 2013-02-28

기술요약

An�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for� marking� a� bore� in� a� bed� of� a� lake,�

sea� or� river� with� a� service� platform� which� can� be� lowered� for� placing� on�

the� lake,� sea� or� river� bed,� a� drill� drive� which� is� mounted� so� that� it� is�

axially� displaceable� on� the� service� platform,� and� a� drill� rod� with� drill� head�

which� can� be� driven� in� rotation� via� the� drill� drive.� It� is� provided� that� a�

conveying� channel� is� formed� in� the� drill� rod,� through� which� a� conveying�

fluid� together� with� excavated� drill� cuttings� can� be� conveyed� upwards,� and�

a� discharge� opening� for� the� conveying� fluid� together� with� the� excavated�

drill� cuttings� is� provided,� via� which� the� conveying� fluid� can� be� discharged�

underwater� together� with� the� excavated� drill� cuttings� above� the� drill� drive.�

The� invention� further� relates� to� a� method� for� creating� a� bore� in� a� bed� of�

a� lake,� sea� or� river.

�� 도면

대표청구항

[��� 1]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for� making� a� bore� in� a� bed� of� a� water�

body,� with�

a� service� platform� which� can� be� lowered� for� placing� on� the� bed� of� the�

water� body,�

a� drill� drive� which� is� mounted� so� that� it� can� be� axially� displaced� on� the�

service� platform,� and�

a� drill� rod� with� drill� head� which� can� be� rotatably� driven� via� the� drill� drive,�

wherein�

a� conveying� channel� is� formed� in� the� drill� rod,� through� which� a� conveying�

fluid� can� be� conveyed� upwards� together� with� excavated� drill� cuttings,� and�

a� discharge� opening� for� the� conveying� fluid� together� with� the� excavated�

drill� cuttings� is� provided,� via� which� the� conveying� fluid� can� be� discharged�

underwater� together� with� the� excavated� drill� cuttings� above� the� drill� drive.

<66>� US2013004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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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Underwater� drilling� assembly� and� method� for� producing� a� borehole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16880A 출원일 2011-08-23

공개(등록)번호 EP2562348A1 공개(등록)일 2013-02-27

기술요약

The� underwater� drilling� arrangement� (10)� has� a� retractable� platform� (20)�

for� placement� on� the� seabed,� that� is� provided� with� a� guide� tube� (22).� A�

drill� drive� (52)� is� arranged� on� the� working� platform.� A� drill� string� (70)� is�

provided� with� a� drilling� head� (78)� that� is� rotationally� driven� by� drill� drive.� A�

linear� guide� is� arranged� inside� the� guide� tube� of� retractable� platform,� for�

guiding� drill� drive� axially.� The� guide� tube� is� held� in� a� receptacle� of� the�

work� platform� in� adjustable� and� fixable� manner.

�� 도면

대표청구항

[��� 1]

[����� KR1419513� 청구항1]

해저면(bed� of� a� water� body)� ���� ���� �� ��� 장치로서,

���� ����� ��� � �� �� 플랫폼(service� platform),

�� �� ���� ��� �� 드라이브(drill� drive)� �

�� �� ����� �� ������ ���� �� 헤드(drill� head)� ���

�� 로드(drill� rod)� 포함하며,

�� �� ���� ��� 튜브(guide� tube)� 포함하고,� �� ��� ��� 내면

� ��� ��� �� 가이드(linear� guide)가� 형성되며,� �� �� ���� ��

�� �� ����� ��� ��� ����� �� �� ����� � ����

이동하고,�

�� ��� ��� ���� �� �� ���� ���� ��� � ��� ��

��� ��� 고정되며,

�� �� ����� ��� ��� � ���� ��� � �� �� ���� 상

단부(drill� drive� upper� part)� � �� ���� 하단부(drill� drive� lower� part)� 포

함하며,�

��� �� �� ���� ���� � ���� ����� �� ��� ���

�� ���� ���� ��� ��� ���� ��� ��� 요소(outwardly�

pointing� guide� element)� 포함하는,� �� ��� 장치.

<67>� EP25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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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Underwater� drilling� assembly� and� method� for� producing� a� borehole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16877A 출원일 2011-08-23

공개(등록)번호 EP2562346A1 공개(등록)일 2013-02-27

기술요약

The� drilling� arrangement� (10)� has� service� platform� (20)� which� is� lowered�

for� placing� on� bed� of� water� body.� A� drill� drive� (50)� is� mounted� such� that�

it� is� axially� displaced� on� service� platform.� A� drill� rod� has� drill� head� (80)�

which� is� rotatably� driven� via� drill� drive.� A� conveying� channel� is� formed� in�

drill� rod,� for� allowing� conveyance� of� conveying� fluid� in� upward� direction�

with� excavated� drill� cuttings.� A� discharge� opening� is� provided� for� discharge�

of� conveying� fluid� underwater� together� with� excavated� drill� cuttings� above�

the� drill� drive.

�� 도면

대표청구항

[��� 1]

[����� KR1419514� 청구항1]

해저면(bed� of� a� water� body)� ���� ���� �� ��� 장치로서,

���� ����� ��� � �� �� 플랫폼(service� platform),

�� �� ����� � ���� ��� � ��� �� ���� ��� �� 드

라이브(drill� drive)� �

�� �� ����� �� ������ ���� �� 헤드(drill� head)� ���

�� 로드(drill� rod)� 포함하며,

�� �� ���� ��� ��� 포함하고,� �� ��� ��� �� �� 드라이

�� ���� �� ��� ��� �� �� �� ����� ����� 이동가능

�� 장착되며,

�� ��� �� �� ��� 형성되며,� �� �� ��� �� �� ��� 굴착

� �� 절삭물(excavated� drill� cuttings)� �� �� �� ����� ����

��� � 있고,�

�� �� ���� 위에,� ��� �� 절삭물(excavated� drill� cuttings)� �� 상

� �� ��� ��� ���� ���� �� ��� 배치되고,�

�� ��� �� 절삭물(excavated� drill� cuttings)� �� �� �� ��� ��

� ���� �� �� �� ��� �� ���� �� ��� ��� ��� ��

�� ��� �� 배치되며,� �� �� ���� �� �� �� ��� �� ��

�� ��� �� ��� �� 절삭물(excavated� drill� cuttings)� �� ����

��� � 있는,� �� ��� 장치.

<68>� EP2562346



부  록

267

��� 명칭
Submarine� drilling� assembly� and� method� for� producing� a� borehole� in� a� sea�

floor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116879A 출원일 2011-08-23

공개(등록)번호 EP2562310A1 공개(등록)일 2013-02-27

기술요약

The� assembly� (10)� has� a� retractable� working� platform� (30)� to� be� placed� on�

a� seabed,� and� a� guide� tube� (40)� rotatably� supported� on� the� working�

platform.� A� drill� pipe� (45)� with� a� drill� head� (50)� is� axially� guided� in� the�

guide� tube� on� the� working� platform,� and� a� guide� pipe� driver� (36)�

introduces� the� guide� tube� into� the� seabed.� A� slider� support� is� provided�

between� an� outer� surface� of� the� guide� tube� and� the� base� material� of� the�

seabed� for� reducing� friction� during� introduction� of� the� guide� tube� into� the�

seabed.

�� 도면

대표청구항

[����� KR1412039� 청구항1]

해저면(bed� of� a� water� body)� ���� ���� �� ��� 장치로서,

���� �� ����� ��� � �� �� 플랫폼(service� platform),

�� �� ���� �� � �� �� ����� �� � � ���� ��� �

��� ��� ��� 튜브,

�� ��� ���� ���� �� ��� ��� �� ��� 포함하며,� �� 가

�� ��� ���� ��� 공구,� � �� �� ���� ���� ��� ��

드라이브(guide� tube� drive)� 포함하며,� �� �� ��� �� 드라이브(drill�

drive)� �� ��� � 있고,� �� ��� �� ����� ��� ��� �� 가

�� ��� ���� �� �� ��� ��� ����� 구동하며,�

��� ��� �� ��� ��� ���� �� �� ��� ��� �� � ��

� ���� �� 물질(earth� material)� ���� ���� ��� ���� 위해,�

�� ��� ��� ���� �� 수단(sliding� support� means)� 포함하는,� ��

��� 장치.

<69>� EP25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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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A� METHOD� AND� A� DEVICE� FOR� INTERVENTION� IN� AN� UNDERWATER�

PRODUCTION�WELL

출원인
ROBOTIC� DRILLING� SYSTEMS�

AS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08741723A 출원일 2008-04-14

공개(등록)번호 EP2147182A1 공개(등록)일 2010-01-27

기술요약

A� method� for� intervention� in� an� underwater� production� well,� in� which� the�

well� head� (1)� of� the� production� well� is� located� on� the� seabed� (2),� and�

wherein� a� drilling� rig� (26),� which� comprises� at� least� a� robotized� drill� floor�

(32),� is� placed� at� the� well� head� (1),� after� which� necessary� intervention�

operations� are� carried� out� in� a� remote-controlled� manner� by� means� of� the�

drilling� rig� (26).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method� for� intervention� in� an� underwater� production� well,� in� which� the�

well� head� (1)� of� the� production� well� is� located� on� the� seabed� (2),�

characterized� in� that� a� submerged� drilling� rig� (26)� ,� which� comprises� at�

least� a� robotized� drill� floor(32),� is� placed� at� the� well� head� (1)� ,� after� which�

necessary� intervention� operations� are� carried� out� in� a� remote-controlled�

manner� by� means� of� the� drilling� rig� (26)� .

<70>� EP214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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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Remotely� operated� water� bottom� based� drilling� system� using� cable� for�

auxiliary� operations

출원인
WILLIAMSON� &� ASSOCIATES�

INC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7747244A 출원일 2007-05-11

공개(등록)번호 US7380614B1 공개(등록)일 2008-06-03

기술요약

A� method� for� drilling� formations� below� the� bottom� of� a� body� of� water�
includes� disposing� a� drilling� system� on� the� bottom� of� the� body� of� water.�
The� formations� are� drilled� by� rotating� a� first� drill� rod� having� a� first� core�
barrel� latched� therein� and� advancing� the� drill� rod� longitudinally.� At� a�
selected� longitudinal� position,� an� upper� end� of� the� first� drill� rod� is� opened�
and� a� cable� having� a� latching� device� at� an� end� thereof� is� lowered� into� the�
first� drill� rod.� The� winch� is� retracted� to� retrieve� the� first� core� barrel.� The�
first� core� barrel� is� laterally� displaced� from� the� first� drill� rod.� A� second� core�
barrel� is� inserted� into� the� first� drill� rod� and� latched� therein.� A� second� drill�
rod� is� affixed� to� the� upper� end� of� the� first� drill� rod.� Drilling� the� formation�
is� then� resumed� by� longitudinally� advancing� and� rotating� the� first� and�
second� drill� rods.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water� bottom� drilling� system,� comprising:�
a� frame� configured� to� rest� on� the� bottom� of� a� body� of� water;�
a� support� structure� movably� coupled� to� the� frame,� the� support� structure�
configured� to� enable� at� least� vertical� movement� of� a� drill� head� mounted�
on� the� support� structure;�
a� winch� movably� coupled� to� the� support� structure� and� configured� to�
enable� lateral� movement� of� the� winch� mounted� on� the� support� structure,�
the� winch� including� a� cable� thereon,� an� end� of� the� cable� including� a�
latching� device� thereon� configured� to� latch� onto� an� upper� end� of� a� core�
barrel� disposed� in� the� lower� end� of� a� drill� string;�
a� storage� area� associated� with� the� frame� for� drill� rods� and� for� core� barrels,�
wherein� the� core� barrels� each� include� a� latch� configured� to� releasably�
engage� with� a� lowermost� drill� rod� on� a� drill� string,� and� wherein� each� core�
barrel� include� a� latch� configured� to� engage� the� latching� device� at� the� end�
of� the� cable;� and�
at� least� one� clamp� associated� with� the� frame� and� arranged� to� fix� a� vertical�
position� of� a� drill� string� over� a� drill� hole.

<71>� US73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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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Underwater� core� sampling� apparatus

출원인 BACCHELLI� A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2005100904A 출원일 2005-02-09

공개(등록)번호 EP1564368A2 공개(등록)일 2005-08-17

기술요약

A� core� sampling� apparatus� comprising� core� sampling� means� (10,� 8)� suitable�

for� being� driven� in� an� underwater� bed� to� take� a� sample� thereof.� The�

apparatus� comprises� a� turret� (1)� for� supporting� the� core� sampling� means�

(8,� 10),� the� turret� comprising� in� turn� a� substantially� flat� base� (1a)� for� being�

rested� on� the� underwater� bed,� and� guide� means� (1c)� extending�

perpendicularly� from� the� base� (1a),� for� slidingly� supporting� the� sampling�

means� (10,� 8),� the� apparatus� also� comprising� drive� means� (7,� 5)� supported�

by� the� turret� (1)� for� controlling� the� sliding� of� the� sampling� means� (8,� 10)�

along� the� guide� means� (1c).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core� sampling� apparatus� comprising� core� sampling� means� (10,� 8)� suitable�

for� being� thrust� in� an� underwater� bed� to� take� a� sample� thereof,� the�

apparatus� being� characterized� in� that� it� comprises� a� turret� (1)� for�

supporting� said� core� sampling� means� (8,� 10),� the� turret� (1)� comprising� in�

turn� a� substantially� flat� base� (1a)� for� being� rested� on� said� bed,� and� guide�

means� (1c)� extending� perpendicularly� from� said� base� (1a),� for� slidingly�

supporting� said� sampling� means� (10,� 8),� the� apparatus� also� comprising�

drive� means� (7,� 5)� supported� by� said� turret� (1)� for� controlling� the� sliding� of�

said� core� sampling� means� (8,� 10)� along� said� guide� means� (1c).

<72>� EP156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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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Method� for� operating� a� tool� and� apparatus� for� transmission� of� rotary�

torque� and� speed� of� rotation� of� a� drive� unit� to� that� tool

출원인 BAUER� MASCH� GMBH 출원국가 유럽

출원번호 EP1998104400A 출원일 1998-03-11

공개(등록)번호 EP866210B1 공개(등록)일 2004-01-14

기술요약

Downhole� hydraulic� drive� unit� especially� for� controlling� jaws� removing�

downhole� obstruction� This� patent� concerns� downhole� power� transmission,�

e.� g.� to� a� hydraulic� jaws� assembly,� with� both� drive� and� control� through�

the� drillstring.� The� new� unit� drives� a� working� module� (5)� through� an�

assembly� (2)� (drillstring)� transmitting� torque� and� speed� (hereafter:� rotation).�

A� drive� unit� (3)� transmits� power� to� a� working� module.� At� intervals,� on�

alteration� of� a� direction� of� rotation,� hydraulic� power� is� produced� and�

transmitted� to� the� drive� unit.� This� carries� out� a� further� function.

�� 도면

대표청구항

[��� 1]

Method� for� operating� a� tool� (5)� by� means� of� a� unit� (2)� whose� rotary�

torque� and� speed� of� rotation� are� transmitted,� characterized� in� that� the�

speed� of� rotation� and� the� rotary� torque� of� the� unit� (2)� are� transmitted� to�

the� tool� (5)� through� a� working� means� (3)� and� by� changing� the� direction�

of� rotation� the� speed� of� rotation� and� the� rotary� torque� are� temporarily�

transformed� in� said� working� means� (3)� into� hydraulic� power� which� is�

supplied� to� the� tool� (5)� in� order� to� carry� out� at� least� one� further� function.

<73>� EP86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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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Apparatus� for� recovering� core� samples� at� in� situ� conditions

출원인 AUMANN� J� T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0608053A 출원일 2000-06-30

공개(등록)번호 US6378631B1 공개(등록)일 2002-04-30

기술요약

A� pressure� and� temperature� core� sampler� comprises� a� tool� for� recovering�

cores� specifically� enabling� the� evaluation� of� methane� hydrate� resources.�

Because� methane� hydrate� tends� to� decompose� under� conditions� of� pressure�

decrease� and/or� temperature� increase� as� the� samples� are� retrieved� to� the�

surface,� a� coring� too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

self-contained� system� for� retrieving� core� samples� at� or� near� in� situ� pressure�

while� cooling� the� core� sample.� The� coring� tool� is� preferably� a� wire� line�

retrievable� device� that� provides� for� nearly� continuous� coring� during� the�

drilling� operation.

�� 도면

대표청구항

[��� 1]

An� apparatus� for� retrieving� and� cooling� a� geological� core� sample� as� the�

core� sample� is� being� retrieved,� comprising:� an� outer� barrel� having� a� coring�

bit� attached� to� a� distal� end� thereof;� an� inner� tube� disposed� within� said�

outer� barrel,�

said� inner� tube� defining� a� sealable� core� sample� chamber;�

a� cooling� system� attached� to� said� inner� tube� for� cooling� said� inner� tube� as�

a� core� sample� contained� within� the� sealable� core� sample� chamber� is�

retrieved;�

a� layer� of� insulation� disposed� substantially� around� an� outside� of� said� inner�

tube;�

an� outer� shell� disposed� substantially� around� said� layer� of� insulation.

<74>� US637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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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ferring� core� sample� from� core� retrieval�

chamber� under� pressure� for� transport

출원인 AUMANN� J� T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0607608A 출원일 2000-06-30

공개(등록)번호 US6305482B1 공개(등록)일 2001-10-23

기술요약

A� pressure� and� temperature� core� sampler� comprises� a� tool� for� recovering�

cores� specifically� enabling� the� evaluation� of� methane� hydrate� resources.�

Because� methane� hydrate� tends� to� decompose� under� conditions� of� pressure�

decrease� and/or� temperature� increase� as� the� samples� are� retrieved� to� the�

surface,� a� coring� too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

self-contained� system� for� retrieving� core� samples� at� or� near� in� situ� pressure�

while� cooling� the� core� sample.� The� coring� tool� is� preferably� a� wire� line�

retrievable� device� that� provides� for� nearly� continuous� coring� during� the�

drilling� operation.

�� 도면

대표청구항

[��� 1]

An� apparatus� for� transferring� a� core� sample� from� a� pressurized� core�

retrieval� chamber� and� for� transporting� the� core� sample,� comprising:�

a� pressurizable� core� retrieval� chamber� configured� for� obtaining� and�

maintaining� a� pressurized� core� sample;�

a� transport� container� having� a� distal� end� configured� to� mate� with� a�

proximal� end� of� said� pressurizable� core� retrieval� chamber,� said� transport�

container� defining� a� core� sample� transport� chamber� therein;�

an� actuable� sealing� device� associated� with� said� transport� container� for�

selectively� sealing� said� core� sample� transport� chamber� to� form� a�

substantially� pressure� tight� chamber� within� said� transport� container� when�

the� core� sample� is� contained� therein;� and�

a� transferring� device,� for� transferring� the� core� sample� while� under� pressure,�

having� a� proximal� end� configured� to� mate� with� a� distal� end� of� the�

pressurized� core� retrieval� chamber� and� configured� for� forcing� the� core�

sample� contained� within� said� pressurizable� core� retrieval� chamber� into� said�

core� sample� transport� chamber.

<75>� US63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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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Apparatus� for� recovering� core� samples� under� pressure

출원인 AUMANN� J� T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2000607398A 출원일 2000-06-30

공개(등록)번호 US6230825B1 공개(등록)일 2001-05-15

기술요약

A� pressure� and� temperature� core� sampler� comprises� a� tool� for� recovering�

cores� specifically� enabling� the� evaluation� of� methane� hydrate� resources.�

Because� methane� hydrate� tends� to� decompose� under� conditions� of� pressure�

decrease� and/or� temperature� increase� as� the� samples� are� retrieved� to� the�

surface,� a� coring� too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

self-contained� system� for� retrieving� core� samples� at� or� near� in� situ� pressure�

while� cooling� the� core� sample.� The� coring� tool� is� preferably� a� wire� line�

retrievable� device� that� provides� for� nearly� continuous� coring� during� the�

drilling� operation.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coring� system� having� a� wireline� latching� system� for� operating� a� coring�

tool,� comprising:�

an� outer� barrel� having� a� coring� bit� attached� to� a� distal� end� thereof;�

� an� inner� barrel� disposed� within� said� outer� barrel,� said� inner� barrel�

comprising� an� outer� tube� and� an� inner� tube;�

a� first� latching� mechanism� interposed� between� said� outer� barrel� and� said�

inner� barrel� for� selectively� latching� said� outer� barrel� to� said� inner� barrel;�

and�

a� second� latching� mechanism� interposed� between� said� outer� tube� and� said�

inner� tube� for� selectively� latching� said� outer� tube� to� said� inner� tube.

<76>� US6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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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Apparatus� for� recovering� core� samples� under� pressure

출원인 AUMANN� J� T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998124406A 출원일 1998-07-29

공개(등록)번호 US6216804B1 공개(등록)일 2001-04-17

기술요약

A� pressure� and� temperature� core� sampler� comprises� a� tool� for� recovering�

cores� specifically� enabling� the� evaluation� of� methane� hydrate� resources.�

Because� methane� hydrate� tends� to� decompose� under� conditions� of� pressure�

decrease� and/or� temperature� increase� as� the� samples� are� retrieved� to� the�

surfaces� a� coring� too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

self-contained� system� for� retrieving� core� samples� at� or� near� in� situ� pressure�

while� cooling� the� core� sample.� The� coring� tool� is� preferably� a� wire� line�

retrievable� device� that� provides� for� nearly� continuous� coring� during� the�

drilling� operation.

�� 도면

대표청구항

[��� 1]

An� apparatus� for� retrieving� core� samples� under� pressure,� comprising:�

an� inner� barrel� having� a� first� end� and� a� second� end� and� defining� a�

pressure� chamber� thereinbetween;�

a� remotely� actuable� valve� connected� to� the� inner� barrel� at� said� second�

end;�

a� sealing� member� associated� with� said� first� end� of� said� inner� barrel,� said�

inner� barrel,� said� valve,� and� said� sealing� member� defining� a� core� sample�

chamber� thereinbetween� for� maintaining� a� core� sample� at� approximately� in�

situ� pressure;� and�

� a� cooling� system� associated� with� said� inner� barrel� for� cooling� at� least� a�

portion� of� the� inner� barrel� while� the� core� sample� is� at� approximately� in�

situ� pressure,� said� cooling� system�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plurality� of�

thermal� electric� coolers,� a� plurality� of� heat� pipes.� and� a� power� source� for�

providing� electric� current� to� a� plurality� of� cooling� elements.

<77>� US621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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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Dual� piston� flow-through� sampler

출원인 WELKER� ENG� CO 출원국가 미국

출원번호 US1998115818A 출원일 1998-07-15

공개(등록)번호 US5945611A 공개(등록)일 1999-08-31

기술요약

A� device� for� introducing� a� sample� into� or� removing� a� sample� from� a�

pipeline,� tube,� or� the� like,� and� more� particularly� to� a� device� for� sampling�

fluids� under� pressure� in� a� pipeline,� tube,� duct,� conduit,� or� the� like.

�� 도면

대표청구항

[��� 1]

A� sampler� for� transferring� samples� between� an� exterior� region� and� a�

pipeline,� comprising:�

� *� a� plurality� of� pistons,

� *� a� body� having� a� common� passageway� in� which� said� pistons� are� slidably�

mounted,

� *� a� lateral� inlet� and� a� lateral� outlet� port� located� within� said� passageway�

and� communicating� with� the� pipeline,� said� inlet� and� outlet� ports� situated�

so� that� motion� of� said� pistons� can� cover� and� uncover� said� inlet� and� outlet�

ports,� and

� *� a� lateral� sample� port� situated� between� said� inlet� and� outlet� ports� and�

communicating� with� said� common� passageway.

<78>� US594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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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선박펀드 요약자료

■ 선박펀드의 개념
 투자자들에게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선박투자회사에 모집된 자금과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합하여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한 후 해운선사에 선박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펀드

❙부록 그림 D-1❙ 선박펀드의 개념

■ 선박펀드 제도 설립 배경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국적선대가 급감하고 선박금융에 대한 신용경색이 지

속되어 해운산업의 성장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심화되면서 그 대안으로서 주목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박금융 역량 확보가 절실하

다는 판단 하에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중 유동자금을 선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펀드의 도입을 구상하였고, ‘02년 5월 선박투자회사법이 제정

 운영 현황

- ‘04년도 첫 펀드 출시 이후 총 72개의 선박투자회사로 인가하여 4조 8,000억원의 

선박금융을 조성, 98척의 선박을 확보(`08년 기준)

-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등 제도적 지원으로 지속적인 투자 유도

■ 선박펀드 운영체계
『선박투자회사』는 명목상 회사로서 선박의 법적인 소유주가 되고, 실제『선박투자  

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금융ㆍ매입ㆍ대선ㆍ매각ㆍ수익분배 등 모든 업무는 

『선박운용회사』를 통해 처리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박을 운항하고 용선료를 지급하며 만기시 잔금을 상

환하고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은 『선박운항회사』로서 해운회사들이 바로 이러한 

『선박운항회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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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 유지ㆍ보수 및 선

원관리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선박관리회사』가 있으며, 『선박운용회사』의 

자의적인 자산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보관회사』(대출기관과 다른 제3의 금융

기관)에 『선박투자회사』의 자산 보관을 위탁

 

■ 동북아 27~30호 선박투자회사 개요
 사업개요(‘06. 2. 21. 인가)

  - 선박투자회사: 동북아 27, 28, 29, 30호 (4개사)

  - 대상선박: 중고 15만 톤급 유조선 총 4척(‘91년 건조)

  - 매입선가: 총 1억 9,200백만 달러(척당 4,800만 달러)

  - 존립기간: 5년 간(‘06~’11) 대선 후 매각(매각대금으로 상환)

  - 운항선사: Top Ships(그리스 해운회사; 나스닥 상장 유조선사)

  - 투자운용사: 한국선박운용(주)

 금융구조(총 1억 9,900만 달러; 금융수수료 등 포함)

■ 선박펀드의 장단점

장점 단점

보통의 은행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음 실질적 배당상품으로 원금 보장이 어려움

장기계약으로 시중금리 영향 없이 일정한 수익 발생
만기가 10~15년으로 장기간 투자 가능한 자금만 

투자 가능

❙부록 표 D-1❙ 선박펀드의 장단점

■ 시추 지원선 도입을 위한 선박펀드 운영방안
 시추 지원선 도입을 위하여 『시추시스템개발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시추시스템 

개발회사 및 자회사 설립으로 시추 지원선을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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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D-2❙ 시추 지원선 도입을 위한 선박펀드 운영방안

■ 선박펀드를 활용한 재원 확보 가능성
 일반적인 선박펀드의 경우, 해당 선박펀드를 통해 건조된 선박을 사용하는 민간기업

의 사업계약상의 수익성을 분석/예측하여 선박펀드 투자 여부를 결정

  -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건조를 위해 펀드를 조성한 ‘거북선선박투자’의 경우, 해양

경찰청이 함정건조완료 후 7년 이내에 거북선7호선박투자회사로부터 함정을 매입

하는 연불판매를 통해 펀드설립이 추진되었음

  ※ 연불판매란 거북선7호선박투자회사가 해양경찰청에 경비함정을 매각하고, 그 대

가로서 해양경찰청은 거북선7호선박투자회사에 함건조대금 및 부대비용을 연단

위로 분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 해양경찰청의 정부지분금으로 투자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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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D-3❙거북선7호 선박펀드의 거래구조

법 인 명 한국선박금융㈜

설 립 일 2003년 2월 7일

자 본 금 팔십오억원

주주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한국산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투자증권㈜, 

NSB(독일), 범주해운㈜, 신성해운㈜, 한원마리타임㈜ 등

대표이사 정인성

소재지

(서울 본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4번지 송암빌딩 3층

TEL : (02) 590-1400   |   FAX : (02) 590-1414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2층

TEL : (051) 955-5200   |   FAX : (051) 955-5151

회사형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운용회사

주요업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수행

ㅡ 투자자의 이익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모든 행위 및 책임 주체

ㅡ 선박펀드(선박투자회사) 사업계획수립, 개발 및 운용

ㅡ 선박취득/대선,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발행/주식의 발행   

(당해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등

❙부록 표 D-2❙ (주)한국선박금융(해경청 선박펀드 운용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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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북선7호선박투자회사

회사형태

해양경비함정 4척을 보유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따라 여러 척의 선

박을 소유

설립일 2010년 8월 19일 발기인 한국선박금융㈜

공모일 2010년 10월 4/5일 판매회사 대우증권㈜

존속기한

함정인도 후 4년 (2017년 2월  예정)

(투자자 자본 환급 2012년 2월 예정)

* 자본금  상환: 2012년 2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자를 통해 투자원금 상환 예정

* 상기의  자본의 환급일정은 향후 당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투자대상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4척

(1000톤급 1척, 500톤급 1척, 300톤급 2척)

선박취득가액 89,599,800,000 원 배당소득 투자원금대비 연 5.1%

자금조달

1. 자본금:  10,000,030,000원 

2.  차입금: 47,732,782,000원 (교보생명㈜, 대한생명㈜) 

3. 정부지분금: 42,197,000,000원 
합계: 99,929,812,000원

환금성 한국거래소 상장

연불판매인

거북선7호선박투자회사는 함정건조기간 중에는 함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함정건조 완

료 후 즉시 해양경찰청에 연불판매함 (연불판매란 거북선7호선박투자회사가 해양경찰

청에 경비함정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서 해양경찰청은 거북선7호선박투자회사에 함건

조대금 및 부대비용을 연단위로 분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함정매입기관
해양경찰청

(함정건조완료 후 즉시 거북선7호선박투자회사로부터 함정을 매입함)

건조회사 STX조선해양㈜

❙부록 표 D-3❙ 거북선 7호 선박펀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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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관련기업 참여의향서

■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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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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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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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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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면 착저식 시료 채취시스템 개발(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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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시추지원선 구축(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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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시추지원선 구축(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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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시추지원선 구축(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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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시추지원선 구축(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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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시추지원선 구축(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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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시추지원선 구축(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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