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4㎝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 )    /   공개( √ ), 비공개(   )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 최종 보고서(견고딕 13p)

BSPM59

370-1125

2-7                                        3㎝  

O
O
O
O
O
 
R
&
D
 
R
e
p
o
r
t

                                                

     

     

     

     

     

     

     

   3

㎝  

항

만

시

설

물

 

점

검

용

 

장

비

 

기

술

개

발

최

종

보

고

서

2017

                                0.5㎝  R&D / 2011-0204

                         2.5㎝      9㎝

                              (견고딕31p)                 5㎝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0.1㎝)

                                     2017. 04

          0.15㎝                             (견고딕15p)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협동연구기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두배시스템

                                            (주)아쿠아드론

                                        (견고딕 15.5p)                

                                                   

  

                  

              

                해   양   수   산   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

양

수

산

부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진

흥

원

 (견고딕

 25p)

(견고딕

17p)



- I -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기술 개발’(연구개발 기간：2011.12. 26 ~ 2017. 02. 28) 과제
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04.    .

     

 주관연구기관명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표자) 홍기훈 (인)
협동연구기관명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표자) 서상현 (인)

(주)두배시스템 (대표자) 이 배 (인)
(주)아쿠아드론 (대표자) 임흥현 (인)
(주)비앤티엔지니어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단 장) 박익근 (인)

참여기관명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표자) 홍기훈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표자) 서상현 (인)
(주)두배시스템 (대표자) 이 배 (인)
(주)아쿠아드론 (대표자) 임흥현 (인)
(주)비앤티엔지니어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단 장) 박익근 (인)
원광대학교 (단 장) 이영미 (인)
충북대학교 (단 장) 우수동 (인)
부경대학교 (단 장) 김창수 (인)
성균관대학교 (단 장) 유지범 (인)
창원대학교 (단 장) 박경훈 (인)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신창주
협동연구기관책임자: 최현택, 이배, 임흥현, 이상민,

김진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 II -

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2011-0204
해당 단계

연구 기간

2011.12.26. ~

2017.02.28
단계구분

6단계/

총6단계
연구사업명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신창주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 수

총: 258명

내부: 70명

외부: 188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4,004,000천원

기업: 1,334,650천원

정부 외: 0천원

계: 5,338,650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 수

총: 258명

내부: 70명

외부: 188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4,004,000천원

기업: 1,334,650천원

정부 외: 0천원

계: 5,338,65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연안방재연구센터

참여기업명: (주)두배시스템, (주)아

쿠아드론, 비앤티엔지니어링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충북대학교, 부경대학교, 원

광대학교, 성균관대, 창원대

연구책임자: 김곤우(충북대, 원광

대), 김정태, 박승희, 이민기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4. 국문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수중 항만구조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비용 절감 및 안전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수중구조물의 상태진단 및 유지관리용 기계화장비를 개발하고 실용화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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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항만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가능한 수중 비파괴 검사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성과
∘ 수심 20m이상에서도 수중 항만구조물의 외관 인식 및 손상탐지가 가능한 기계
화장비 개발 - 벽체이동형 장비, 수중유영형 장비

∘ 수중 비파괴 검사 시스템 개발 - 수중용 슈미트 해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수중 항만구조물 진단장비의 제작과 구동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
∘ 수중 항만구조물 진단의 품질 신뢰도 향상
∘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중 구조물 진단 기반 마련

핵심어
(5개 이내)

항만시설 수중구조물 손상탐지 비파괴검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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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Purpose &
Contents

<Research purpose>

To increase the safety and reduce the repair cost of harbor

facilities,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inspection equipment

technology for underwater structure.

<Research contents>

∘ Equipment platform for underwater structure inspection at more

than 20m water depth

∘ Visual inspection and damage detection system for underwater

structures

∘ Nondestructive test method for underwater structures

Results

∘ Equipment platform which can visual inspection and

damage detection for underwater structure inspection

at more than 20m water depth

- Wall attached crawler type equipment, Free

swimmer type equipment

∘ Nondestructive test equipment for underwater

- Waterproof type Schumidt hammer

Expected
Contribution

∘ Acquisition of mechanical core technologies for underwater

inspection

∘ Increase of monitoring quality of harbor facilities

∘ Foundation construction of economical and efficient

underwater inspection

Keywords
Harbor
facilities

Underwater
structure

Damage
detection

Nondestructiv
e tes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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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전 및 목표

수중 항만구조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안전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수중 구조물의 상태진단 및 유지관리용 기계화 장비를 개발하고 실용화함

◽ 수심 20m에서도 수중 항만구조물의 점검이 가능한 기계화 장비 개발

◽ 수중 항만구조물의 외관 인식 및 손상탐지 시스템 개발

◽ 수중 항만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가능한 수중 비파괴 검사 시스템 개발

◽ 현장 실해역 검증실험을 통한 성능평가 및 실용화/상용화

나. 연구개발의 개요

(1) 수심 20m에서도 수중 항만구조물의 점검이 가능한 기계화 장비

정의 : 수중 항만구조물의 수중부에 대한 상태진단이 가능한 자동화 장비. 잠수부에 의한 진

단의 어려움이 있는 수심 20 m에서도 효율적인 진단이 가능한 장비

[진단장비와 잠수부에 의한 수중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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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 항만구조물의 외관 인식 및 손상탐지 시스템

정의 : 수중 항만구조물에 대한 외관인식과 파손 부위에 대한 탐지를 위한 시스템

[수중구조물 인식 기술]

(3) 수중 항만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가능한 수중 비파괴 검사 시스템

정의 : 수중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고 구조물의 재료물성이나 건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수중 반발경도 측정 센서] [수중 초음파 속도 측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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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중 항만시설물에 대한 점검 수요 증대

(1) 항만시설물 노후화 증가

∘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0%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2002년 기준으로 항만과 관련

된 물류비용은 약 20조원으로 전체물류비용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는 항만시설의 25% 이상이 1960~197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서 항만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

게 진전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에 의해 파손된 가거도 방파제는 건설 후 30년이 경과한

구조물로서, 항만구조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줌.

태풍 무이파에 의한 가거도 방파제 파손 : 출처 (NEWSIS)

∘ 즉, 기존에 압축성장기에 대규모로 건설된 항만들은 사용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노

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존 항만시설물의 진단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토목 투자비 중에서 유지보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이고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임. 국내에서는 항만예산 중에서 유

지관리 비용이 10%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로 그 비중이 증가하여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 됨.

∘ 따라서, 항만시설물 점검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 현안임.

유럽 국가들의 토목 투자 중 유지 보수 투자 비중 : 출처

(2) 항만경계 내의 새로운 시설물 증가

∘ 최근 항만물동량 처리 효율성의 증가와 친환경적 항만(Green Port) 구축의 필요성 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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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통적인 방파제와 안벽 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항만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음.

∘ 즉, 항만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증대에 따라 풍력타워, 플랜트 구조물, 조력 발전 구조

물, 파력발전구조물 등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되어 있음.

∘ 또한, 항만 고유기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초대형 부잔교, 신개념 부유식 안벽(하이브리드

안벽시스템)과 침매터널 등이 시공 중이거나 계획 중임.

∘ 따라서, 다양한 항만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과는 차별화된 유지관리 기법이 필

요.

초대형 부잔교(인천항) 침매터널(거가대교)

(3) 첨단 융∙복합 장비(로봇 등)개발 등 Smart-Port 기술개발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항만 개발과 아울러 항만 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IT,

바이오 및 첨단 장비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활용하는 Smart-Port기술개발로 항만 건

설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해상풍력 및 파력에너지 개발 등 청정에너지 활용을 높이고, 기존항만시설을 친수·친환경적

인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녹색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실천 전략을 수립 중

임.

∘ 장대 해상 교량, 조력/조류 발전, 해저 터널 등과 같이 녹색 성장 정책기조에 부합하며 복합

해양 공간개발에 적합한 다양한 대형 해양 구조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대수심 조건에서의 열악한 외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첨단융합형 시공

장비(수중로봇 등)의 개발은 향후 해양 건설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됨.

나. 수중 항만시설물에 대한 점검 장비 중요성

(1) 수중 작업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장비의 중요성

∘ 육상 공사에서는 작업 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장비 및 측량장

비의 첨단화로 인해 진단의 정밀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음.

∘ 하지만, 해중 진단의 경우에는 탁도로 인한 시계 확보의 어려움, 수중 영상 및 정밀 위치 파

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단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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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수중 진단의 경우에는 잠수부를 활용한 재래식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잠수병 때문에 작업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정밀한 진단이 어렵고, 해상 조건이

열악할 경우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일반적인 잠수표에 의하면 수심 20m에서 8시간 근무시간 중 2시간 밖에는 잠수작업을 할

수 없고, 나머지 6시간 이상은 잠수병 예방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하기 때문에 수중 작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임.

∘ 미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따르면 1989년과 1997년 사이 해상

다이버들의 사망률은 평균 노동자에 비해서 40배에 달하였으며 매우 위험한 직업군의 하나

로 알려져 있음.

∘ 관리 감독자가 작업과정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작업자인 잠수부에만 의존하며 진행된 진

단은 부실진단의 가능성을 내포.

∘ 따라서, 항만시설물 수중부의 상태진단과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장비

의 개발이 필요함.

잠수부에 의한 수중조사

(2) 수중부 점검용 장비기술의 다양한 활용성 가능성

∘ 수중부 진단 기계화 장비는 항만 및 연안 구조물에 대한 정밀 상태진단 및 유지관리용 이외

에도 연안 환경 및 재해 관련 관측 조사, 해양 구조물 정밀 설계를 위한 해양 조사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국가 지정학적 특성 및 국가 산업발전의 추이를 볼 때, 다양한 수중 환경조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시장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

∘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구조물 재해 관련 관측 조사를 통해 구조

물 설계 및 시공에 직접 활용 가능.

∘ 무인화 장비에 첨단기술 (통신, 계측, IT)을 접목해 장비의 기능을 높여 수중 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해상풍력용 해저 케이블 또는 부유식 항만 구조물 등의 진단 등에 대한 활용성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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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개발은 수중 항만구조물 상태진단 및 유지관리용 기계화 장비에 대한 시작품을 개발

하고, 현장투입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여 개발기술의 실용화/상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 수중 항만구조물의 점검이 가능한 기계화 장비

- 수중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시스템

- 수중 비파괴 검사 시스템 개발

성능항목 목표성능 비고
(잠수부 작업능력)

작업가능수심 30 m 이상 20 m 이하

작업조건 WMO Sea State Code 1 - 2 잔잔한 파고

작업내용 외관상태 및 손상탐지 좌동

일일 최대 작업속도
3.1 m2/분

(30m 이내에서 수심 무관)

수심 15m : 2.1 m2/분
수심 30m : 작업시간 감안 시
작업 어려움

외관진단 작업속도
(최대이동속도)

5 m/min
(10 m/min)

-

이동정밀도 1 m 이하 -

장애물극복능력 단차 10 cm 이상 -

수중탁도작업 최대 6.5 NTU -

[벽체이동형 플랫폼 진단장비 목표 성능]

성능항목 목표성능 비고
(잠수부 작업성능)

작업가능수심 75 m 이하 20 m 이하

작업조건 WMO Sea State Code 1 - 2 잔잔한 파고

작업내용 외관상태 및 손상탐지 좌동

일일 작업파일 갯수
(수심 15m)

수심 15m : 24개
수심 30m : 12개

수심 15m : 20개
수심 30m : 작업시간 감안 시
작업 어려움

최대이동속도 2 knots -

이동정밀도 15 cm 이하 -

선수각위치정밀도 ±5도 -

운동능력 4자유도 운동 -

수중탁도작업 최대 6.5 NTU -

[수중유영형 플랫폼 진단장비 목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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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벽체이동형 장비

개발된 수중유영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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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최근 국외에서는 로봇기술 및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자동화 진단 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가 매우 활발함.

∘ 독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BAM에서는 비파괴검사 분야에서의 자동화와 관련하여 구조

물의 바닥 자동 스캔로봇인 BetoScan과 함께 현장에서 수평 및 수직으로 스캔할 수 있는

OSSCAR (On-Site SCAnneR) 등을 개발 중임.

- 자율주행 비파괴시험 로봇인 BetoScan은 습도, 온도 센서를 장착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

를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 시험장비를 탑재하여 부재의 두께도 자동적으로 평가

가 가능하며, 현재는 이와 유사한 자율주행 스캔로봇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측할 수

있는 장비인 Climbing and Crawler Robot을 비롯하여, 검사자가 직접 접근이 어려운 시설

물 상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을 위한 Flying Robot등도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BetoScan] [OSSCAR]

- 한편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OSSCAR(On-Site SCAnneR)의 경우 현

장에서의 적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ddy Current, Proceq Probe, Ultrasonic

Echo Radar 등을 탑재하여 적용범위를 넓힌 바 있음.

∘ University of Bamberg에서는 건축구조물의 상부 시설에 대한 NDT를 위하여 기존의 사다

리를 이용한 시스템 대신 적용성을 높인 Crane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에 관한 내용을

발표(Drewello et al 2011). 이 시스템은 고해상도 영상 취득 및 표면에 대한 3D 스캐닝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으로 기존 역사적인 건축구조물에 대한 접근 등

이 용이하도록 설계됨. 또한 구조물 바닥 등에 대한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22m까지 확장 가능한 마스트 기술 등이 적용됨.

∘ 해저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검사 장비: Norsk Electro Optikk AS사에서는 파이프라인 건전

성 조사 시스템인 XPLISIT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ROV와 라인스캔카메라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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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의 손상을 조사

[XPLISIT 시스템 - 장비와 측정결과]

∘ WI Ltd 사의 RIMINI 과제에서는 걷는 방식과 suction cup/wheel 혼합 방식으로 수중 운행

되는 장비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새로운 방식의 운행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

임. suction cup/wheel 방식은 London South Bank University에서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NDT 센서를 장착하여 원자료 내벽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걷는 방식(Crawling)의 경우

도 개념단계 시스템에 NDT 센서가 부착되어 내벽 검사용으로 연구되고 있다.

[Suction cup/wheel 방식과 Crawling 방식의 벽체 이동 NDT 시스템]

∘ 말레시아 USM Robotics Research 그룹의 롤러/프로펠러 방식이나 미국 버지니아텍의 뱀의

움직임을 모사한 방식 등 기둥 형태의 잔교식 구조에 특화된 수중운행 기술이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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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프로펠라 방식;

USM Robotics Research]
[HyDRAS_Climb; 버지니아텍]

∘ 수중 운행 형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유 유영 방식이며 ROV 타입은 SeaBotix사

등에서 제작되고 AUV 타입은 Kongsberg사 등에서 제작되며 Aquatic Sciences사 등에서

이를 활용하여 해상 구조물 점검 서비스를 제공. SeaBotix사에서 crawler 타입의 부착형 시

스템을 제작하고 있다.

[SeaBotix사의 crawler 타입 ROV] [SeaBotix사의 유영 타입의 ROV]

∘ ‘헐 벅(Hull BUG, Robotic Hull Bio-inspired Underwater Grooming)’이라는 이름의 이 로봇

은 미국 해군연구청(ONR)과 시로보틱스(SeaRobotics)에 의해 개발 중이다. 바퀴가 4개인

이 로봇은 부압 기기를 사용해 선박 하단부에 부착되는데, 이 부압 기기가 선체와 로봇 사

이에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로봇 진공청소기나 잔디 깎기처럼 이 선체 청소 로

봇도 한번 작동을 실행시키면 외부의 컨트롤 없이 혼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헐벅, 시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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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ECA Robotics사는 유영과 crawler 타입을 혼합한 ROVING BAT 장비를 개발하여

선박이나 댐 등의 육안검사는 물론 부착하여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다.

[Roving bat, ECA Robitics]

나. 주요국가의 시장규모

∘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약 8조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4.5%씩 성장하여 2020년에서는 12.7

조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국내건설시장에서 수중구조물 진단시장의 규모를

전체시장의 약 0.01%로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계 건설시장에서 8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

됨. 향후 수중구조물에 대한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 시장은 급격히 커질 것을 판단됨.

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업체명(국적) 업체별 능력 중점 분야

BAM (독일) 점검용 소형 로봇 설계/제작

Bamberg Univ.(독일) 점검용 장비 설계/제작

SeaBotix (미국) 점검용 소형 ROV 실시설계/제작

Cygnus inspection (영국) 수중 구조의 두께 측정 초음파 장비 실시설계/제작

Aquatic Sciences (미국) 수중 토목 구조물  점검 서비스 용역

Blueviewtech (미국) 저가형 고해상도 멀티빔 소나 실시설계/제작

Kongsberg Maritime (노르웨이) 수중 카메라, CCTV 수중 위치 인식 시스템 실시설계/제작

Tritek(영국) 해저면 프로파일, 사이드스캔소나 실시설계/제작

TWI Ltd(영국) 비파괴 실험과 구조물 점검 제작, 교육

라.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방향

∘ 기후변화에 따른 파고의 증대 등으로 항만 외곽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또한, 항만경계

내의 해양에너지 활용을 위한 항만해상풍력 타워와 조력발전시설 등이 건설 예정임. 따라

서, 수중구조물에 대한 진단시장은 선형적인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 국내 진단업체의 해외 구조물에 대한 수주실적과 능력으로 볼 때 개발된 장비가 경제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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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성만 갖춘다면 해외 수주를 통한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실적을 통

하여 장비의 수출 판로도 개척될 것으로 기대됨.

가. 국내 기술개발 현황

∘ 국내에서는 항만구조물 검사에 특화된 기계화 장비의 개발 사례는 없으며 교량, 댐 그리고

원자력 발전기 등의 토목 구조물의 수중부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나 그 외 수중 장비들에서

는 일부 기능으로 연구되고 있다.

∘ 한양대 교량조사 로봇 개발 연구단, 2005년 설립된 한양대학교의 교량조사 로봇 개발 연구

단(BIRDI)에서 검사 기계화 장비를 개발함. 아래의 그림과 같이 트럭 단부에 장착된 관절

구조를 이용하여 다리 하부 구조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첨단굴절로봇차를 개발하였으며

그 외에도 벽면보행 로봇들을 개발 중임.

[BIRDI 기계화 장비]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U-BIROS

- 작업내용: 정밀외관조사 및 교량바닥판 상태분석

- 사용범위: 편도 2차로 이하의 고속도로 교량

- 점검대상: PSC B교 Box Girder하면 및 교량바닥판 하면

[U-BIROS 의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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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 점검용 수중작업 로봇: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2009년 원자로 검사용 수

중 로봇(ROV 시스템)을 개발. 4개의 수중 추진기를 이용하여 원자로 및 냉각재 배관 내에

서 자유로운 유영이 가능하며 컬러 카메라를 통해 고방사선 지역의 수중 영상을 촬영하는

기능 보유.

[원자로 검사용 수중 로봇]

∘ 한국해양연구원, 6000m급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해누비 시스템 개발: 한국해양연구원 대

전 분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해미래(ROV 시스템), 해누비 시스템은 해저지형 정밀 관측이

가능. 이 기술은 세굴 등에 의해 연안구조물 근처의 변화된 해저 지형 관측에 이용될 수 있

음.

[해미래] [해누비]

∘ 포항공대, 6 자유도 정밀작업/검사용 지능형 로봇(sea spider), 포항공과대학교 지능형 극한

환경 로봇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림의 sea spider(ROV 시스템)는 조류 중 자세유지

기를 이용하여 교각/수중 구조물 안전검사에 활용이 가능.

∘ 한국기계연구원, 고층구조물 외벽 유지관리용 지능형 로봇시스템

- 곤돌라형 외벽 유지관리 로봇시스템 개발

- 팬을 이용하여 흡착하고 기존곤돌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하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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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형 외벽유지관리 로봇시스템 개념도]

∘ 한국원자력연구원, Crawler타입 비상구동 로봇: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운용에 필수적인

중수로형 원자로 핵연료 교환기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하여 핵연료 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전

반적인 문제에 비상대응 하는 로봇 개발하였음

[관측 이동로봇] [비상구동 이동로봇] [작업로봇]

나.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 현황

- 항만시설물 중에서 1종은 약 70개정도이고, 2종 시설물 약 230개 정도이며, 따라서 진단과

유지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1종과 2종 항만시설물은 총 300개소 임.

- 항만시설물의 진단 시장은 국가 발주분이 약 50~60억, 민간 발주분이 약 30~40억으로 연

간 총액으로 80~100억 원의 규모.

- 항만 수중부에 대한 진단은 잠수부에 의해서 진행되어 있으나, 인원부족과 시설면적 증가

에 따라 잠수부에 의한 진단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수심 20 m 정도의 영역에 대해서

는 잠수부에 의한 진단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예측

- 전체 항만진단 관련 시장규모에서 수중구조물에 투여되는 예산은 10-20%정도로 크지 않

은 상황이나, 항만시설물 중 방파제와 안벽 같은 구조물은 면적의 70-80%가 수중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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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중에서 열화나 손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여 수중

구조물 진단 시장의 확대 예상

- 작업의 어려움, 진단의 정확성 등이 장비 개발 등으로 해결된다면 수중구조물 진단 지침

변경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적 중요시설의 항만시설 보호는 물론 진단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

다. 국내 주요 관련 업체

세부기술 업체명 보유 기술 또는 특허 기술수준(%) 비고

항만시설물 

진단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항만시설물 진단 기술 80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항만시설물 진단 기술 80

에스큐엔지니어링(주) 항만시설물 진단 기술 70

미승씨엔에스검사(주) 항만시설물 진단 기술 60

수중검사 장비

두배시스템 수중 운행 기술 70

대우조선해양 E&R 사이드 스캔 소나 85

소나테크 사이드 스캔 소나 85

라.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기술분야 인프라항목
선진국 대비 인프라 수준

부족 다소부족 동등 우월 보다우월

항만시설물 진단

연구시설 및 설비 O

전문인력 보유정도 O

산학연공동연구기반 O

기술이전 및 거래 O

수중검사 장비

연구시설 및 설비 O

전문인력 보유정도 O

산학연공동연구기반 O

기술이전 및 거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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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내 기술개발 수준

세부기술

현재 기술수준
기술개발 완료시

국내 기술수준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비고

(도입/성

숙/경쟁 

중 택1)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비고

항만시설물 진단 80 3 성숙 95 0 경쟁

수중구조물 진단

(사이드 스캔 소나)
85 3 성숙 95 1 경쟁

수중구조물 진단

(수중 운행 기술)
70 5 도입 90 2 성숙

수중 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75 4 도입 90 2 경쟁

∘ “항만시설물 진단”의 기술수준

- 항만시설물 진단 방법의 골격은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항만시설물 점검 및 진단 실시

요령(1998.11)』으로 이를 바탕으로 항만시설물에 대한 진단이 이루지고 있음. 또한, 보수보

강과 관련하여 ‘항만시설물 잔교식, 중력식 및 외곽시설 보수․보강 표준 지침서’, ‘항만시설

물 보수․보강 공법 편람’등이 작성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진단은 육상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중부에 대한 세밀한 진단은 이루어지

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항만시설물 중 방파제와 안벽 같은 구조물은 면적의 70-80%

가 수중에 존재하고 수중에서 열화나 손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진단

이 필요하지만 현재에는 예산과 활용 장비의 부족으로 이 부분에 주력하지 못 하고 있는 실

정임.

- 진단관련 장비의 경우, 대부분 국외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비파괴 검사기기로 사용되는

슈미트 해머와 초음파 검사기도 스위스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형편임.

[항만시설물 비파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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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진단장비” 중 수중운행 기술의 기술수준

- 해양 조건에서 1인승 유인 운행 장비는 개발이 되어 있고 무인 운행 장비의 경우 자유 유

영식, 밀착식 타입, 자벌레 생체모방 타입 기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무인 운행 장비는 현

장 사용을 위해서 연구개발이 더 필요함.

-자유 유영 타입은 해양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포항지능로봇 연구원 등 연구개발 및 기술

수준은 세계적이나 항만 점검용 사용을 위해서는 저비용 소형 시스템으로의 연구 개발이 요

구됨.

∘ “수중진단장비” 중 사이드 스캔 소나의 기술수준

- 하드웨어나 습득된 이미지의 성능은 국제 수준에 가까우나 이미지 처리 알고리듬은 국제

기준 1/3 수준으로 연구개발이 필요.

- 장비 사용에 있어서도 이미지 처리 알고리듬의 성능 저하에 의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 수중구조물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기계화 장비(또는 로봇)의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

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약 30건 내외로 꾸준히 출원세를 보이고 있음.

[수중 조사 및 관리 로봇 기술 분야의 기술별 동향]
출처 : 수중작업능력 고도화를 위한 다기능 지능형 수중로봇 개발 기획연구, 2010

[수중 조사 및 관리 로봇 기술 분야의 세부 기술별 특허분포]
※ 기술코드 : [AAA] 수중환경 조사 및 감시용 수중로봇, [AAB] 해양지반 및 해저구조물 조사로봇, [AAC] 수중 구조물

결함 계측용 기능형 로봇, [ABA] 수중구조물 유지/보수 로봇, [ABB] 수중 용접 전용 수중로봇

출처 : 수중작업능력 고도화를 위한 다기능 지능형 수중로봇 개발 기획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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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조사 및 관리 로봇 기술 분야의 세부 기술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꾸준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중조사 기술이 366건(60%)으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

어졌으며, 수중유지관리 기술이 40%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수중조사 기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은 수중환경 조사 및 감시용 수중

로봇 기술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양지반 및 해저구조물 조사

로봇 기술이 15%, 수중 구조물 결함 계측용 지능형 로봇 기술이 13% 순으로 나타남.

∘ 수중유지관리 기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은 수중 용접 전용 수중 로봇

기술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중구조물 유지 및 보수 로봇 기술

이 15%를 차지함.

∘ 3주요 출원인으로는 MITSUBISHI HEAVY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TOSHIBA, ISHIKAWAJIMA HARIMA HEAVY, HITACHI, NEC 순으로 잇고 있어, 수중

조사 및 관리 로봇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다출원인의 기술별 특허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중조사 분야의 수중환경 조사 및 감시용 수

중 로봇 기술과 수중유지관리 분야의 수중 용접 전용 수중 로봇 기술의 출원이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남.

[주요 출원인별 특허동향]
출처 : 수중작업능력 고도화를 위한 다기능 지능형 수중로봇 개발 기획연구, 2010

[다출원인의 기술별 특허현황]
※ 기술코드 : [AAA] 수중환경 조사 및 감시용 수중로봇, [AAB] 해양지반 및 해저구조물 조사로봇, [AAC] 수중 구조물

결함 계측용 기능형 로봇, [ABA] 수중구조물 유지/보수 로봇, [ABB] 수중 용접 전용 수중로봇

출처 : 수중작업능력 고도화를 위한 다기능 지능형 수중로봇 개발 기획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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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13.07)

- 과학기술 최고 상위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IT융합신산업 창출 부문에 '서비스

로봇기술', 미래성장기반 확충 분야에 해양수산의 미래산업화의 해양공간 개발기술 등의 국

가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구분 추진과제 국가전략기술

IT융합신산업 창출분야

SW·인터넷 신 산업 창출 서비스 로봇기술

C-P-N-D기반 ICT 혁신역량 강화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문화·관광 콘텐츠 첨단화 지능형 인터렉티브 기술

미래성장확충분야

미래에너지와 자원확보·활용 자원탐사기술

해양수산의 미래산업화

해양공간 개발기술

극한공간개발기술

해양에너지기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분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이용 기술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11~'20) ('10.12)

- 해양수산분야 국가 종합계획으로서, 향후 10년 동안 해양 관련 타 국가계획과 조화․연계

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계획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

을 비전으로 3대 목표,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함.

- 중점과제 중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개발','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탐사 핵심기술

개발','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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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추진전략 및 26개 중점과제

5대 추진전략 중점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이용․
관리 실현

1-1.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제 정착

1-2.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 방안 마련

1-3. 통합적인 연안·해양 공간관리 기반 구축

1-4.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복구 체제 구축

1-5.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1-6. 해상안전분야 국제화

2.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2-1. 미래 해양자원 개발

2-2.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2-3.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탐사 핵심기술 개발

2-4.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3.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의 육성

3-1.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 발굴 및 육성

3-2.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3-3.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과 정비

3-4. 해양관광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3-5.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4.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4-1. 세계 해운시장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4-2. 경쟁력 있는 해운․항만 물류기업 육성

4-3. 녹색 해운ㆍ항만의 실현

4-4.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4-5.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4-6. 항만의 지방이관에 따른 항만개발관리 시스템 구축

4-7. 항만운영의 효율화

4-8. 해사인력 양성

5.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5-1.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5-2.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5-3. 남북한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기후변화에 따른 파고의 증대 등으로 항만 외곽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또한, 항만경계

내의 해양에너지 활용을 위한 항만해상풍력 타워와 조력발전시설 등이 건설 예정임. 따라

서, 수중구조물에 대한 진단시장은 선형적인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육상 구조물 유지관리에서는 작업 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장

비 및 측량장비의 첨단화로 인해 진단의 정밀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음. 하지만, 해중 진단

의 경우에는 탁도로 인한 시계 확보의 어려움, 수중 영상 및 정밀 위치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단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음.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수중 진단의 경우에

는 잠수부를 활용한 재래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수병 때문에 작업시간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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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정밀한 진단이 어렵고, 해상 조건이 열악할 경우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항만시설물 수중부의 상태진단과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장비

가 개발된다면 수중 항만시설물의 진단수준은 육상부의 진단 수준에 근접할 것임

∘ 수중부 진단 기계화 장비는 항만 및 연안 구조물에 대한 정밀 상태진단 및 유지관리용 이외

에도 연안 환경 및 재해 관련 관측 조사, 해양 구조물 정밀 설계를 위한 해양 조사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무인화 장비에 첨단기술 (통신, 계측, IT)을 접목해 장비의 기능을 높여 수중 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해상풍력용 해저 케이블 또는 부유식 항만 구조물

등의 진단 등에 대한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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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6차년도의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및 연구결과는 [별첨 1]에 자세히 기입하였음.

∘ 연차별 요약 연구수행 내용

연차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 항만시설물 현황 및 기존 진단방법

- 항만구조형식 및 진단현항

- 항만분야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분석

- 시설물별 주요 손상분석
○ 벽체이동형 플랫폼 설계

- 플랫폼 설계요소 도출 (플랫폼 사용환경, 주행 구조물 분석 등)

- 플랫폼 프레임 및 주행장치 설계/제작 (벽체이동 플랫폼 설계 완성)

- 광학카메라 부착장치 설계

- 플랫폼 위치인식 기술 개발

y'

x'

Roll

PitchYaw z

x

y

IM
U

○ ROV 플랫폼 세부기술 개발

- ROV 플랫폼 설계

- 추진기 제어 시스템 개발 환경 구축

- 기존 ROV를 활용한 안벽구조물 현장실험

○ 수중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분석

- 광학카메라에 의한 외관 손상 인식/탐지 기술 개발

- 광학카메라에 의한 외관 손상 인식/탐지 기술 평가 시험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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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 검사 시스템 개발

- 육상 비파괴 검사 장비의 수중화 (비파괴 검사시스템 설계/제작 완성)

- 신개념 비파괴 검사장치 개발

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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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d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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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09

1.E-07

1.E-05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Undamaged
Damage 1
Damage 2
Damage 3

2차년도

○ 벽체이동형 장비 (중력식 구조물용) 제작

- 트랙형 이동 시스템 설계보완

- 플랫폼 제작 (중력식 구조물용 부착이동형 플랫폼 제작 완성)

- 수조실험과 현장실험 통한 주행장치 성능검증 (중력식구조물용 부착이동형

플랫폼 현장실험 실시)

○ 벽체이동형 장비 환경분석 및 위치인식 시스템 설계

- 위치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경로 계획기술

- 중력식 구조물 원격벽면 이동 주행 조작 기술

- 원격제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 원격제어용 조이스틱 시스템 개발

- 벽면 지도 형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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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체이동형 장비 카메라영상 보정시스템 설계

- 고주파 진동 저감

- 저주파 진동저감

○ 벽체이동형 장비용 거리측정 모듈 제작

- 초음파 송수신 통합드라이버 개발

- 거리측정 모듈 제작

○ 수중유영형 장비 플랫폼 전체 설계

- 3차원 제어 시스템 설계 및 구동 시험

- 3차원 조작 시스템 개발
○ ROV 활용시스템 개발

- IMU tether 도입 및 테스트

- Lateral thruster 도입 및 테스트

- ROV로 잔교 촬영 테스트 (수중구조물 외관인식 시스템 현장실험 실시)

○ 벽체이동형 플랫폼(잔교식 구조물용) 설계

- 플랫폼 구조 기본설계
 

Ball screw 
Linear guide 

Linear actuator 

Worm gear 

Worm wheel 

Wheel guide 

PILE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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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상하/회전운동 개념설계

○ 수중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최적안 도출

- 고성능 외관 손상 인식/탐지 수중 카메라 설계 및 제작

-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장치의 플랫폼 부착 설계

○ 2D 영상 이미지 모자이킹을 통한 수중 항만구조물 모니터링 기법 개발

(수중구조물 외관인식 시스템 현장실험 실시)

- 부두 안벽 소나 이미지 모자이킹

- 부두 안벽 광학 이미지 모자이킹

○ 3D 소나를 이용한 항만 매핑기법 개발

- 항만 macro view 확보 기술 확보

○ 기존 비파괴 검사장치 유효성 평가

- 강도별 콘크리트 공시체 실험을 통한 강도별 신뢰성 향상

- 반복실험을 통한 건조상태 측정값과 수중상태 측정값 사이의 신뢰성 높은 보

정계수 마련

- 실제 압축강도 측정값과 콘크리트 공시체에서 측정된 초음파 속도값과 반발

경도값의 분석을 통한 복합식 도출

○ 신개념 비파괴 검사/건전성 평가 장치 제작

- 건전성평가 장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계



- 26 -

Battery Board (IBB2400)

Imote2 (IPR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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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 조파수조 실험검증

○ 손상사례 및 실무자 의견 수렴

- 손상유형분석과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분석을 통해 수중조사장비의 조사범

위에 대한 설정

- 실무자 입장에서의 수중조사장비의 단점 분석

3차년도

○ 벽체이동형 장비 성능 검증

- 개발장비 주행성능 평가 및 개선

(벽체이동장비 수중작업속도 육상 8.9m/min, 수중 8.34m/min)

- 개발장비의 장애물 극복성능 평가 및 개선

(벽체이동장비 장애물극복능력 육상/수중 10cm 단차극복)

- 개발장비 방수성능 현장실험 검증

(벽체이동장비 작업수심 28.8m 실험)

- 개발장비 영상확보 가능 탁도 현장실험 검증

(벽체이동장비 작업가능탁도 8.2NTU 영상확보)
○ 벽체이동형 장비 카메라영상 보정시스템 최적설계

- 수중저주파 진동 저감 메카니즘 최적설계

○ 벽체이동형 장비 수중거리측정 센서시스템 최적설계

- 소나센서 드라이버 최적화 설계

- 수중거리측정 센서 정밀도 실험

(벽체이동장비 거리측정정밀도 소나거리 0.5m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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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유영형 장비 제작

- 시스템 제작 및 성능검증

- 임무센서 부착방법 및 연동기능 시험
○ 수중유영형 장비 원격제어 기술 개발

- 선체 자세 및 기본 동작 제어기술

- 원격작업 및 조작 제어기술

○ 수중 항만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현장실험

-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장치 부착성능평가 및 개선

-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장치가 부착된 장비 현장실험

○ 항만관리 S/W 개발

- 체계적인 항만관리 S/W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 수중구조물 외관인식 데이터 DB 구축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 2D 비디오 모자이킹을 통한 안벽 모니터링 알고리즘 개발

- 2D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안벽 전역 모니터링 데모

- 3D 멀티빔 소나를 이용한 구조물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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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V 부착 비파괴 검사 시스템 평가

- 벽체 부착생물 제거방안 개발

- 강관두께 측정 게이지의 유효성 평가

- 잔교식 파일 아노드 상태 평가방법 개발

- 외관인식 정보, 해양정보, 위치정보 등을 동기화하기 위한 기법 개발
○ 수중 콘크리트 재료 물성치 평가 시스템 현장적용

- 현장적용 테스트를 통한 개발된 장비의 성능과 내구성 확인

- 신개념 평가방안인 ACT센서의 수중 사용성 확인
○ 신개념 비파괴 검사/건전성 평가 기법 개발

- 건전성평가에 미치는 불확실성 인자의 영향 분석

4차년도

○ 벽체이동형 장비 통합모델 설계/제작/실험

(벽체이동장비 개선 플랫폼 제작 및 실험 개선 및 제작)

- 플랫폼 최적화/통합 설계/제작

- 영상/소나 통합시스템 설계/제작

- 플랫폼 현장 실험

      

○ 소나기반의 벽체이동형 장비 위치검출시스템 개발

- 평면 주행을 하는 수중플랫폼 위치 검출 소나 시스템 개발

- 수중플랫폼 위치 검출 알고리즘 개발

- 수중플랫폼 이동정밀도 검증

(벽체이동장비 이동정밀도 x축 편차 ±0.05m, y축 편차 ±0.4m)



- 29 -

- 수중플랫폼 위치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 수중비디오 모자이킹 기법 고도화

- 해저지형 3D 모델링 가속화기법 개발

○ 잔교형 부두 Pile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 기존 ROV 플랫폼을 이용한 다수 HD camera들을 이용한 잔교형부두 pile

촬영장치 개발

- ROV를 이용한 잔교형 부두 360° 공간인식 촬영기법 개발

○ 수중유영형 장비의 고성능 위치/자세 제어 시스템

- 개발장비 이동속도 평가 (수중유영장비 수중이동속도 1.02m/s = 1.98knots)

- 개발장비 이동정밀도 평가 (수중유영장비 이동정밀도 수조실험 10cm 이하)

- 개발장비 선수각위치 정밀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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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유영장비 선수각위치 정밀도 수조실험 5° 이내)

- 개발장비 내압실험 (수중유영장비 작업수심 내압실험조건 150m)

○ 장비 이동 편의를 위한 지상 관제 시스템

-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동형 ROV 지상 관제시스템 개발

-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한 원격조작용 조이스틱 개발
○ 분리형 임무 모듈 시스템

- 임무에 따라 선택적 장착을 가능하게 하는 탈부착형 임무모듈 시스템 설계

- 가변 발라스팅 시스템 구축

○ 비파괴검사 장비 수중화 및 성능평가

- 비파괴검사 장비 수중화

- 수중화된 검사장비를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 재료 물성치 평가
○ 점검용장비 활용계획 수립 및 문제점 고찰

5차년도

○ 벽체이동형 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 벽체이동형 장비 부분 성능 개선

- 수중항만구조물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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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유영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 개발장비 분리형 임무 모듈 구축

- 개발장비 작업을 위한 항법 구축

- 잔교형 부두 Pile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 실해역 실험

- 벽체이동형장비 실해역 실험

(벽체이동장비 일일작업면적 1회 패턴작업을 토대로 환산 시 1017.6m2)

- 수중유영형 장비 실해역 실험

(수중유영장비 일일작업면적 1회 패턴작업을 토대로 환산 시 16개)

- 개발장비를 통한 수중광학영상 확보

(수중광학영상 확보 벽체이동형 1280*780pixel, 수중유영형 1920*1080pixel)

○ 수중장비를 활용한 항만시설물 점검 방안 구축

- 수중조사 장비의 외관조사 성능분석

- 수중조사 장비의 향후 개발 방향

- 수중화된 휴대검사장비 실험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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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년도

○ 벽체이동형 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 성능향상을 위한 장비 개선

- 안정적인 벽체주행 성능확보를 위한 개선

- EMI 대책

- 운영프로그램 개선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 항만 구조물 DB화하여 저장

- 각 항만구조물에 대한 소나, 영상, 이미지 자료를 저장/가시화

- 해저지형 이미지 생성 및 처리

○ 수중유영형 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 EKF를 이용한 항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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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제어시스템 구축

- 외부센서를 이용한 수중구조물 검측

○ 실해역 실험

- 외부기관 입회 현장검증

- 벽체이동형 장비 작업수심 실해역 실험

(벽체이동장비 작업수심 실해역 34.6m 실험)

- 벽체이동형 장비 일일 최대 작업속도 실험

(벽체이동장비 일일 최대 작업속도 현장실험 3.592m2/min)

- 수중유영형 장비 Sea State 2 조건에서 운동성능 검증

- 수중유영형 장비 일일 최대 파일 조사량 실험

(수중유영장비 일일 최대 파일 조사량 환산 시 34개/day)

- 수중유영형 장비를 이용한 내부잔교 검측

(수중유영장비 내부잔교 영상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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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유영형 장비 작업수심 검증

(수중유영장비 작업수심 실해역 75.4m 검증)

- 잠부수와 개발장비 수중검사 결과 비교

○ 개발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장비활용 수중구조물 검사 매뉴얼 벽체이동형/수중유영형 장비별 작성)

- 벽체이동형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 수중유영형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 수중항만 구조물 외관조사 지침

- 개발장비 성능 분석

- 확보된 수중광학영상을 통하여 항만구조물 검측가능성 검토
○ 산업화기반 구축

- 기술실시계약 수행

- 실운영을 감안한 통합운영/지능형 상태 관리 시스템 개발

○ 상용장비로부터 차용가능한 통합운영/지능형 상태 관리 시스템 검토

- 센서 퓨전을 통한 수중항법 정밀도 향상

- 국부청소를 위한 spot cleaner 적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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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팔 장착 검토

- 실험통한 장비적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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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1. 수중 구조물 검시기법 분석 및 장치개발 (I)

2. 핵심플랫폼 설계 및 제작 (I)

3. 환경분석 및 운영시스템 개발 - 중력식 구조물 (I)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억원)

▪ 수중 구조물 검사기법 분
석 및 장치개발 (I)

▪ 수중 항만구조물 검사작업 프
로세스 설계

2.6억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분석

▪ 기존 비파괴 검사 장치 분석

▪ 신개념 비파괴 검사/건전성 평
가 장치 개념설계

▪ 핵심 플랫폼 설계 및 제작
(I)

▪ 플랫폼 요구조건을 고려한 개
념설계

6.9억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기본설계 및 제작
(I)

▪ 진단용 ROV 플랫폼 세부기술
개발

▪ 환경분석 및 운영 시스템
개발 - 중력식 구조물 (I)

▪ 중력식 구조물 부착 이동을 위
한 구조물 환경 분석

1.0억
▪ 수중 장비 위치 인식 기술 개
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 수중 항만구조물 검사작업 프로세스 설계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분석
- 기존 수중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분석
- 기존 수중구조물 외관검사기법 유효성 실험 및 장단점 분석
- 광학카메라에 의한 외관 손상 인식/탐지 기술 개발를 위한 시험 시스템 구축
▪ 기존 비파괴 검사 장치 분석
- 기존 수중구조물 비파괴 검사기법 분석
- 기존 비파괴 검사 장치 (반발경도법, 초음파속도법) 방수모듈 제작
- 실내실험을 통한 비파괴 검사 장치 작업성 검토
▪ 신개념 비파괴 검사/건전성 평가 장치 개념설계
- 수중항만 구조시스템의 비파괴검사/건전성 평가 기법 분석



- 37 -

- 신개념 마이크로 진동기반 항만구조시스템 건전성 평가 체계 설계
- 수중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를 위한 초음파 기반 신개념 검사 시스템 제안
▪ 플랫폼 요구조건을 고려한 개념설계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기본설계 및 제작 (I)
- 벽체 조건에 따른 이동 플랫폼 기본설계
- 벽체이동 플랫폼(주행구동부, 센서운영부, 전체프레임) 기본설계
- 트랙 재질선정 및 형상 설계 및 런칭부 설계
▪ 진단용 ROV 플랫폼 세부기술 개발
- 2차원 제어 시스템 설계 및 개발 환경 구축
- 정밀 제어 기초 실험
▪ 중력식 구조물 부착 이동을 위한 구조물 환경 분석
- 이동 환경 제한 조건 분석 (장애물, 테더 꼬임 등)
- 위치 인식 Landmark로 활용이 가능한 구조물 특징 분석
▪ 수중 장비 위치 인식 기술 개발
- 지도 기반 심도/기울기 센서를 이용한 자기 위치 인식 기법
- 추측 항법 및 센서 융합 복합 위치 인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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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1. 수중 구조물 검시기법 분석 및 장치개발 (II)

2. 핵심플랫폼 설계 및 제작 (II)

3. 환경분석 및 운영시스템 개발 - 중력식 구조물 (II)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 수중 구조물 검사기법 분
석 및 장치개발 (II)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최적안 도출

3.2 억
▪ 기존 비파괴 검사 장치 유효성
평가

▪ 신개념 비파괴 검사/건전성 평가
장치 제작

▪ 핵심 플랫폼 설계 및 제
작 (II)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
조물용) 제작 (II)

3.5 억▪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잔교식 구
조물용) 기본설계

▪ 진단용 ROV 플랫폼 전체 설계

▪ 환경분석 및 운영 시스템
개발 - 중력식 구조물
(II)

▪ 중력식 구조물 부착 이동을 위한
구조물 환경 분석

0.9 억
▪ 원격제어 기술 개발

▪ 운용 시스템 기술 개발

▪ 수중 장비 위치 인식 기술 개발
II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 수중 구조물 검사기법 분석 및 장치개발 (II)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최적안 도출
- 플랫폼 부착 및 운영 고려한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제시
- 고성능 외관 손상 인식/탐지 수중 카메라 설계 및 제작
-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장치의 플랫폼 부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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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영상 이미지 모자이킹을 통한 수중 항만구조물 모니터링 기법 개발
- 3D 소나를 이용한 항만 매핑 기법 개발

▪ 기존 비파괴 검사 장치 유효성 평가
- 강도 별 콘크리트 공시체 실험을 통한 강도 별 신뢰성 향상
- 반복 실험을 통한 건조상태 측정값과 수중 상태 측정값 사이의 신뢰성 높은 보정계수 마
련
- 실제 압축강도 측정값과 콘크리트 공시체에서 측정된 초음파 속도값과 반발경도 값의 분
석을 통한 복합식 도출

▪ 신개념 비파괴 검사/건전성 평가 장치 제작
- 건전성 평가 장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계
- 2차원 조파수조 실험 검증

○ 핵심 플랫폼 설계 및 제작 (II)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제작 (II)
- 트랙형 이동 시스템 설계보완
- 플랫폼 제작
- 수조실험과 현장실험 통한 주행장치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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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카메라영상 보정시스템 설계 (II)
- 고주파 진동 저감 (트랙 그라우저 재질, 진동저감장치 도입 등 고려)
- 저주파 진동 저감 (Gimbal 메카니즘 개선)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환경분석 및 위치인식 시스템 설계 (II)
- 위치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경로 계획 기술
- 중력식 구조물 원격 벽면 이동 주행 조작 기술
- 원격제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 원격 제어용 조이스틱 시스템 개발
- 벽면 지도 형성 기술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잔교식 구조물용) 설계
- 플랫폼구조 기본설계
- 트랙구조 기본설계

▪ 진단용 ROV 플랫폼 전체 설계
- 3차원 제어 시스템 설계 및 구동 시험
- 3차원 조작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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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1. 수중 구조물 검사기법 분석 및 장치개발 (III)

2. 핵심 플랫폼 설계 및 제작 (III)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 수중 구조물 검사기법 분
석 및 장치개발 (III)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현장실험

3.2억

▪ 항만 관리 SW 개발(I)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기
법 고도화

▪ ROV 부착 비파괴 검사 시스
템 평가

▪ 신개념 비파괴 검사/건전성 평
가 기법 개발

▪ 수중 콘크리트 재료 물성치 평
가 시스템 현장적용

▪ 핵심 플랫폼 설계 및 제작
(III)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성능 검정

4.4억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카메라영상 보정시
스템 최적설계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수중 거리측정 센서
시스템 최적설계

▪ 진단용 ROV 플랫폼 제작

▪ 진단용 ROV 원격제어 기술
개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 수중 구조물 검사기법 분석 및 장치개발 (III)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현장실험
-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장치의 ROV 플랫폼 부착 성능 평가 및 개선

-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장치가 부착된 ROV 플랫폼 현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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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관리 SW 개발(I)
- 체계적인 항만 관리 SW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 수중 구조물 외관인식 데이터 DB 구축
- 증강현실 기반 항만 관리 SW 개발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 2D 비디오 모자이킹을 통한 안벽 모니터링 알고리즘 개발
- 2D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안벽 전역 모니터링 데모
- 3D 멀티빔 소나를 이용한 구조물 외관 인식 기법 고도화

▪ ROV 부착 비파괴 검사 시스템 평가
- 벽체 부착생물 제거 방안 개발
- 강관두께 측정 게이지의 유효성 평가
- 잔교식 파일 Anode 상태 평가 방법 개발
- 외관인식 정보, 해양정보, 위치정보 등을 동기화하기 위한 기법 개발

▪ 신개념 비파괴 검사/건전성 평가 기법 개발
- 건전성 평가에 미치는 불확실성 인자의 영향 분석
: 수치실험 및 모형실험을 통한 불확실성 인자(온도변화, 수위 변동 등)의 영향 분석

▪ 수중 콘크리트 재료 물성치 평가 시스템 현장적용
- 현장적용 테스트를 통한 개발된 장비의 성능과 내구성 확인
- 신개념 평가방안인 ACT센서(Air Coupled Transducer)의 수중 사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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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플랫폼 설계 및 제작 (III)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성능 검정
- 개발 장비의 수중 주행성능 평가 및 개선
- 개발 장비의 장애물 극복성능 평가 및 개선
- 플랫폼 내부제어시템 최적화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카메라영상 보정시스템 최적설계
- 수중 저주파 진동 저감 메카니즘 최적설계
▪ 벽체이동기기 플랫폼(중력식 구조물용) 수중 거리측정 센서시스템 최적설계
- 소나센서 드라이버 최적화 설계

▪ 진단용 ROV 플랫폼 제작
- 시스템 제작 및 성능 검증
: ROV, 지상 제어 시스템, 원격 조작 시스템 연동에 의한 동작 검증
- 임무 센서 부착 방법 및 ROV와 연동 기능 시험
: 소나, 비파괴 검사 장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조 및 기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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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ROV 원격제어 기술 개발
- ROV 선체 자세 및 기본 동작 제어 기술
AHRS, DVL, 카메라 영상에 의한 센서 융합 기술, 자세 제어 및 자동 제어 기술 구현

- 원격 작업 및 조작 제어 기술
원격 조작 시스템(프로토타입)에 의한 조작 및 개선 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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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1. 벽체이동형 장비성능평가 및 개선 (I)

2. 수중유영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I)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 벽체이동형 장비성능평가
및 개선 (I)

▪ 벽체이동형 진단장비 통합 모
델 제작

2.0억▪ 소나 기반의 벽체이동형 플랫
폼 위치 검출 시스템 개발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기
법 고도화 II

▪ 수중유영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I)

▪ 진단용 ROV 고성능 위치/자세
제어 시스템

2.8억

▪ 이동형 ROV 지상 관제 시스
템

▪ 진단용 ROV의 분리형 임무
모듈 설계

▪ 잔교형 부두 Pile 외관인식 기
법 고도화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 벽체이동형 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 벽체이동형 진단장비 통합 모델 제작
- 카메라 자세유지 시스템, 전방주시카메라, 조명(디밍기능 포함) 시스템과 플랫폼 통합 설
계/제작
- 플랫폼 제어부와 카메라 자세유지 제어, 수중 거리측정 시스템 통합 제작
- 복합 테더(Tether) 케이블 (전원, 통신, 영상) 설계/제작

⇒

▪ 소나 기반의 벽체이동형 플랫폼 위치 검출 시스템 개발
- 평면 주행을 하는 수중 플랫폼 위치 검출 소나 시스템 개발
- 수중 플랫폼 위치 검출 알고리즘 개발
- 수중 플랫폼 위치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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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II
- 수중 비디오 모자이킹 기법 고도화
- 해저지형 3D 모델링 가속화기법 개발

○ 수중유영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 진단용 ROV의 고성능 위치/자세 제어 시스템
- 진단용 ROV의 운동 성능 평가 (최고 속도, 이동 정밀도, 작업 심도 포함)

- 진단용 ROV의 위치/자세 제어 (영상 피드백 포함)

▪ 이동형 ROV 지상 관제 시스템
-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동형 ROV 지상 관제 시스템 개발 (전원, 제어 컴퓨터, 다수의
모니터 포함)
-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한 원격 조작용 조이스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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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ROV의 분리형 임무 모듈 시스템
- 임무에 따라 선택적 장착을 가능하게 하는 탈부착형 임무 모듈 시스템 설계 (소나, 게이
지 등)
- 진단용 ROV 가변 발라스팅 시스템 구축 (임무 모듈의 변화에 따른 ROV 상태 변화를
최소화하는 기능)

▪ 잔교형 부두 Pile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 기존 ROV 프랫폼을 이용한 다수의 HD camera들을 이용한 잔교형부두 Pile 촬영장치개
발
- 잔교식 Pile 외관인식 Image를 이용한 3차원 GIS 환경에서의 Wrapping 기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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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1. 벽체이동형 장비성능평가 및 개선 (II)

2. 수중유영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II)

3. 실해역 실험 (I)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 벽체이동형 장비성능평가
및 개선 (II)

▪ 벽체이동형 장비 부분 성능 개
선

4.8억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기
법 고도화 III

▪ 수중유영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II)

▪ 진단용 ROV의 분리형 임무
모듈 구축

▪ 잔교형 부두 Pile 외관인식 기
법 고도화 II

▪ 실해역 실험 (I)
▪ 벽체이동형 장비 실해역 실험

▪ 수중유영장비 실해역 실험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 벽체이동형 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II)
▪ 벽체이동형 장비 부분 성능 개선
- 현장실험을 바탕으로 한 장비 성능 개선
- 수중조명 위치를 조종하여 카메라 화질개선
- 캐터필러 트랙의 단차를 확보하여 주행 성능 개선 (해조류나 따개비 등에 따른 주행 성
능 개선)
- 부력체 및 장비에 대한 보호 케이스 제작

▪ 수중 항만 구조물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III
- 상용 모자이킹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안벽 모자이킹
- 모자이킹된 결과물을 항만 관리 S/W와 연동

○ 수중유영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II)
▪ 진단용 ROV의 작업을 위한 항법 구축
- 작업 경로 생성 및 추종 제어 – 파일 주변 지도를 기반으로 경로 생성 및 추종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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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ROV의 분리형 임무 모듈 구축
- 임무에 따라 선택적 장착을 가능하게 하는 탈부착형 임무 모듈 시스템 구현 (소나, 게이
지 등)

▪ 잔교형 부두 Pile 외관인식 기법 고도화 II
- 항만점검 Data 통합시스템 및 전원 공급장치 구축
- 잔교형 부두 Pile Image Mosaic 기법 고도화

○ 실해역 실험 (I)
▪ 벽체이동형 장비 실해역 실험
- 일일작업 최대 작업 면적 500 m2 에 대한 성능 평가
▪ 수중유영장비 실해역 실험
- 일일작업 최대 작업 파일 개수 15개 확인 – 검사 운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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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6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1. 벽체이동형 장비성능평가 및 개선 (III)
2. 수중유영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III)
3. 실해역 실험 (II)
4. 점검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5. 수중 항만구조물 검사 지침 제시
6. 산업화기반구축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 벽체이동형 장비성능평가
및 개선 (III)

▪ 벽체이동형 장비 성능 개선

4.8억

▪ 수중유영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III)

▪ 진단용 ROV의 운영을 위한
항법 구축

▪ 외부 센서(LBL 등) 연동 환경
구축

▪ 실해역 실험 (II)
▪ 벽체이동형 장비 실해역 실험

▪ 수중유영장비 실해역 실험

▪ 점검 장비 운영 및 유지보
수 매뉴얼 작성

▪ 점검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제시

▪ 수중 항만구조물 검사 지침
제시

▪ 수중 항만구조물 검사 지침 제
시

▪ 산업화기반 구축

▪ 기술이전 및 시제품 모델 확립

▪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개발
(데이터 그래픽, 로깅 분석 등)

▪ 지능형 상태 관리 시스템 개발
(내부 상태 진단, 운영 상태
경고, 운영 기록 저장 등)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 벽체이동형 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III)
▪ 벽체이동형 장비 점검 성능 개선

○ 수중유영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III)
▪ 진단용 ROV의 운영을 위한 항법 구축
- 영상 및 소나 데이터 연동에 의한 항법 구축
▪ 외부 센서 연동 환경 구축
- LBL 등의 센서 사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
- 외부 지원 센서 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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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해역 실험 (II)
▪ 벽체이동형 장비 실해역 실험
- 일일작업 최대 작업속도 3.1m2/분 에 대한 성능 평가
▪ 수중유영장비 실해역 실험
- 일일 최대 파일 조사량 24개/day(수심 15m 기준) 확인

○ 점검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점검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제시

○ 수중 항만구조물 검사 지침 제시
▪ 수중 항만구조물 검사 지침 제시

○ 산업화기반 구축
▪ 기술이전 및 시제품 모델 확립
▪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개발 (데이터 그래픽, 로깅 분석 등)
- 운영자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가시화 및 분석 기능
▪ 지능형 상태 관리 시스템 개발 (내부 상태 진단, 운영 상태 경고, 운영 기록 저장 등)
- ROV의 내부 상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진단, 저장
- 판단된 내부 상태에 따라 운영자에서 경고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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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년도 성과목표
세계최고
수준주)
(보유국/
보유기관)

연구전
국내수
준주)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최종목표
2011-

2016

벽체이동장비

수중작업

이동속도

40m/min

(미국/Tel

edyne)

5 m/min 5 실측

평균 수직

이동속도

10.51 m/min,

평균 수평

이동속도

12.28 m/min
벽체이동장비

이동정밀도
/ 1 m 이하 5 실측

최대 발생

오차 0.41m
벽체이동장비

장애물극복능

력

25.4mm

(미국/Tel

edyne)

단차 10 cm 10 실측

수직, 수평

단차 10cm

극복

벽체이동장비

작업수심

300m

(미국/Tel

edyne)

30 m 이상 10 현장실험
작업 수심

34.6m

벽체이동장비

일일 최대

작업속도

/ 3.1 m2 /min 20 현장실험
3.592

m2/min

수중유영장비

수중이동속도

3knot

(영국/Sea

eye)

2 knot 5 실측
1.02m/s

= 1.98knots

수중유영장비

이동정밀도
/ 15cm 이하 10 실측 10cm 이하

수중유영장비

선수각위치

정밀도

±1도
(영국/Sea

eye)
±5도 10 실측 ± 5° 이내

수중유영장비

작업수심

300m

(영국/Sea

eye)

75m 이하 5 현장실험
작업 수심

75.4m

수중유영장비

일일 최대

파일 조사량

/

/

24개/day
(수심 15 m
기준)

20 현장실험
환산 시

34개/day

1차년도 2011

벽체이동

플랫폼 설계
/ 설계도 작성 60 설계도 완성

비파괴

검사시스템
/ 설계도 작성 40 설계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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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2차년도 2012

중력식

구조물용

부착이동형

플랫폼 제작

/ 제작 50
시작품

제작
완성

중력식

구조물용

부착이동형

플랫폼

현장실험

/ 작동검정 20 현장실험 실시

수중구조물

외관인식

시스템

현장실험

실험값 취득 30 현장실험 실시

3차년도 2013

벽체이동장비

수중작업속도
/

5 m/min

(최대이동속

도 10

m/min)

30 실측

육상속도

8.9m/min

수중속도

8.34m/min

벽체이동장비

거리측정정밀

도

/ 1 m 이하 20 실측

소나거리

0.50m 오차

이동정밀도

4차년도 추가
벽체이동장비

장애물극복능

력

/ 단차 10 cm 30 실측

육상/수중

10 cm

단차극복
벽체이동장비

작업수심
/ 30 m 이상 10 현장실험 28.8 m실험

벽체이동장비

작업가능탁도
/

6.5 NTU

이상
10 현장실험

8.2NTU

영상확보

4차년도 2014

수중유영장비

수중이동속도
/ 2 knot 20 실측

수조실험

결과확보

(1.02m/s

= 1.98knots)

수중유영장비

이동정밀도
/ 15cm 이하 20 실측

수조실험

결과확보

(10cm 이하)
수중유영장비

선수각위치

정밀도

/ ±5도 20 실측

수조실험

결과확보

(5도 이내)
수중유영장비 / 75m 이하 10 현장실험 내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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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항목이 ‘실측’으로 실험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항목을 검증하기 위해 이를 만족

하는 환경(예: 수조환경, 외란이 없는 환경 등)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해당 항목을 확인하

기 위한 적절한 측정장비(예: 압력센서, GPS 등)를 선정하였으며 장비에서 도출되는 값 또

는 이를 연산하여 검증하였음.

작업수심 조건:150m
벽체이동장비

개선 플랫폼

제작 및 실험

/ 제작 10 제작
장비 개선 및

제작

벽체이동장비

이동정밀도
/ 1 m 이하 20 실측

x축 편차

±0.05m,

y축 편차

±0.4m

5차년도 2015

벽체이동장비

일일작업면적

/

/
500 m2 40 현장실험

1회

패턴작업을

토대로 환산

시 1017.6m2

수중유영장비

일일작업면적
/

15개/day
(수심 15 m
기준)

40 현장실험

1회

패턴작업을

토대로 환산

시 16개

수중광학영상

확보
/

640*480
Pixel 이상

20 실측

1280*720

pixel

(벽체이동형)

1920*1080

pixel

(수중유영형)

6차년도

벽체이동장비

일일 최대

작업속도

/ 3.1 m2/min 40 현장실험
3.592

m2/min

수중유영장비

일일 최대

파일 조사량

/

/

24개/day
(수심 15m
기준)

20 현장실험
환산 시

34개/day

수중유영장비

내부잔교 영상

확보

1개 이상의
내부 잔교에
대한 전체
광학영상

20 현장실험
내부잔교

영상 확보

장비 활용

수중구조물

검사 매뉴얼

/ 매뉴얼 작성 20 보고서

벽체이동형/

수중유영형

장비 각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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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항목이 ‘현장실험’으로 실험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항목을 검증하고자 실해역

(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두 앞 바다, 거제도 거가대교 교각 앞 바다 등)에서 실험을 수행

하였고, 적절한 측정장비(예: 영상카메라, 초시계 등)을 선정하였으며 장비에서 도출되는 값

또는 이를 연산하여 검증하였음.

∘ 개발장비의 특성/우수성

① 벽체이동형 장비

- 두 방향 무한궤도를 장착함으로서 구조물 검사에 특화된 이동플랫폼을 제공

상용 track 타입 소형 ROV 개발장비

Teledyne SeaBotix社 vLBC

ECA Robotics社 Roving Bat

본 과제의 개발장비

- 대표적인 상용 track 소형 ROV

임.

- 수중 유영 및 착저식으로 이동

이 가능함

- 단일 방향의 무한궤도만 장착되

어 있어 수직-수평 간의 방향전

환 회전반경이 발생되어 구조물

검사가 힘든 경우가 발생함.

- 본 과제를 통해 개발 중인 벽체이동형 장비

- 수중 유영 및 착저식으로 이동이 가능함

- 두 방향의 무한궤도가 장착되어 있어 수직-수평 간

의 방향전환 시에도 놓치는 영역없이 해당 구역에

대한 전체 검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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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중유영형 장비

- 조명 팬 각도 구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황별 조명각을 변화시킴으로서 천연색에 가까운

대상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음.

상용 Inspection 타입 ROV 개발장비

SAAB社 Seaeye Falcon

Ocean-modules社 V4 S300

본 과제의 개발장비

조명 팬 각도 구동 시스템

조명변화에 따른 영상결과 비교
- 대표적인 상용 inspection 타입 ROV

임.

- 수중용 조명은 달려있지만 모두 고

정형임

- 검사 대상에 조명 투사 시 다양한

경우(직광에 의한 반사, 부유물 반사

등)에 의해 확보된 영상의 질이 떨

어지는 경우가 다수임. 특히 고화질

영상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짐.

- 본 과제를 통해 개발 중인 수중유영형 장비

- 목표 대상물에 대한 좋은 품질의 조도를 확보

하기 위한 조명 팬 각도 구동 시스템 개발

- 상황별 조명각 변화가 가능하여 천연색에 가까

운 대상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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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구조물 점검을 위한 개발장비의 핵심기술

분류 핵심기술 개발내용 개발성과

벽체이동형

장비

- 수평, 수직 무한궤도

변환 시스템

- 안벽면 상에서 패턴형태의 주행

시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

기 위한 주행 무한궤도 변환 시

스템

- 4차년도 이후의

연구결과에서 주

행 무한궤도 변

환 시스템이 완

성함.

- 안벽 특성을 고려한

수중 위치인식 시스

템

- 연안의 얕은 수심, 반사파 영향

이 강하게 나타나는 안벽면 특성

을 고려하여 수중위치인식을 수

행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 개발

- 최대 발생 오차

0.41m의 수중위

치인식 시스템

개발함.

수중유영형

장비

- 고화질 수중영상 취

득을 위한 소형

ROV에 장착이 가능

한 수중 영상/조명

시스템

- 할로겐/LED 라이트 장착, 밝기

조절 기능, 조명 방향 조정, 영상

안정화 기능이 포함된 HD 캠코

더를 포함하는 수중 카메라 개발

- 3차년도 연구결

과 도출됨.

- 150m 내압 시험

통과

- 고화질 수중영상 취

득을 위한 소형

ROV의 정교한 자세

제어

- 정교한 자세 제어를 위하여 수

평으로 4개의 추진기 배치

- 자세제어를 위한 외란 제거 제

어기 설계 및 구현

- 선수각 위치정

밀도 ± 5° 이내,

이 동 정 밀 도

10cm 이하의 정

교한 자세제어

구현

∘ 개발장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6차년도 연구기간 중 외부기관(한국조선해양기

자재연구원) 입회하에 실해역 실험을 수행하였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음. 해당 시험성적

서는 [별첨 2]에 첨부하였음.

∘ 개발장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

- 본 개발장비는 항내 연안구조물과 같은 제한된 환경조건(WMO Sea State Code 1-2, 수

중탁도 최대 6.5NTU 등)에서 사용이 가능함. 구조물의 수중부를 검사하는데 있어 전문잠수

부가 투입되기에도 가혹한 해상환경이면 개발장비를 투입하기에도 가혹한 환경임.

- 장비투입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개발장비는 수중에서 장시간 체류하

며 연속적으로 구조물 수중부를 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심한계(벽체이동형장비 30m

까지, 수중유영형장비 75m까지) 역시 잠수부에 비하여 유리함. 개발장비는 수중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운영체계는 육상에 있기 때문에 구조진단 전문가가 현장에서 구조물의 현

상태를 바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있는 구조진단을 수행할 수 있음.

- 항만구조물의 수중부에 대한 안전진단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방법을 통하여 구조물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그 중 광학영상을 통하여 구조물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료임. 전문잠수부를 통하여 구조물을

진단할 때에도 다이버의 시각적 판단을 통하여 구조물 진단을 수행하다가 특이사항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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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해당 부위에 대한 정밀진단을 수행함. 이때 정밀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따개비와 같은 이물질이 있을 경우 잠수부는 이를 제거하고 진단을 수행하게 됨.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들은 표면과의 기계적인 결합외에도 화학적인 결합을 동시에 하고 있

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 시 구조물 표면이 손상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개발장비는 구조물 안전진단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수중광학영

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됨. 개발장비를 이용한 구조물 진단 수행시 신속한 이동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형장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와이어브러시 등과 같은 작업용 툴

을 개발장비에 장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작업반력을 버티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특정부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부위에 대한 이물질 제거 및

정밀진단은 잠수부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장비는 태풍, 해일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난 후 빠른 시간 내로 재해를 입은

항만구조물에 대한 수중광학영상을 확보, 구조물의 결함형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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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량형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년도 성과목표
목표치
(건)

달성치
(건)

비고

성과목표
합계

-

국내특허(출원/등록) 14/4 15/7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3/7 7/4
학회발표(국내/국외) 16/5 27/21

기술료(기술실시계약) 1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3 /

1차년도 2011

국내특허(출원/등록) 4/ 5/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1 2/1
학회발표(국내/국외) 2/ 7/3
기술료(기술실시계약)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

2차년도 2012

국내특허(출원/등록) 2/ 5/1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2 5/1
학회발표(국내/국외) 4/2 13/12
기술료(기술실시계약)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1 /

3차년도 2013

국내특허(출원/등록) 3/ 2/3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2/1 /2
학회발표(국내/국외) 4/ 7/4
기술료(기술실시계약)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

4차년도 2014

국내특허(출원/등록) 2/1 2/2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1/1 /
학회발표(국내/국외) 2/1 /1
기술료(기술실시계약)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2 /

5차년도 2015

국내특허(출원/등록) 2/1 1/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1 /
학회발표(국내/국외) 2/1 /
기술료(기술실시계약)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

6차년도 2016

국내특허(출원/등록) 1/2 /1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0/1 /
학회발표(국내/국외) 2/1 /1

기술료(기술실시계약) 1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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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특허 (출원 15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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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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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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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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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특허 (등록 7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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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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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SCI 9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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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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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비SCI 3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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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발표 (국내 27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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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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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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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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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 74 -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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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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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발표 (국외 21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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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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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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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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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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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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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 (석사 3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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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기술실시계약 1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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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결과물이 관련분야에 기여하는 파급효과

(1) 기술적 기대효과

∘ 수중 항만구조물 진단을 위한 기계화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 수중 항만구조물 진단의 품질 신뢰도 향상

∘ 수중 항만구조물 진단 장비의 제작과 구동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

- 수중 비파괴 진단 센서의 효과적 활용방안 도출

- 수중 구조물 진단을 위한 이동 및 구동 시스템 기술 기반 구축

∘ 다양한 기능의 수중 조사 및 작업 로봇의 개발에 기여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중 진단장비에 대해 개발된 요소기술의 응용 및 보완을 통해 다양

한 기능의 수중조사 및 작업로봇 개발에 기여

∘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중구조물 진단 기반 마련

- 외부 환경이 열악한 해상조건에 대해서도 수중 정밀진단 수행에 기여

(2) 경제, 산업적 파급효과

∘ 항만구조물 진단의 경제성 제고

- 수중작업의 기계화로 작업의 복잡성 제거, 장치비용 절감, 진단의 효율성 증대 등 경제적,

시간적 효율 증대에 기여

-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용 점감에 기여

∘ 수중로봇 개발산업의 전반적 성장에 기여

- 로봇 제작, 운영 및 유지관리 산업의 활성화

- 연안환경 및 재해와 관련하여 대수심 조건에 대한 조사로봇 장비 개발 활성화를 유도

- 수중로봇 제작, 운영 및 활용산업 등 신산업 개발을 통해 고용 창출 기대

∘ 다양한 해양구조물 진단시장 창출 기여

- 경제성과 작업성의 증대로 기존 진단기술을 개선하여 다양한 해양구조물 진단 시장 창출

기대

- 잠수부 및 기존장비로 작업이 제한되었던 대수심 환경에서 해양구조물 진단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수심 해양구조물 진단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 상품화

- 수입에 의존하던 건설장비의 국산화에 기여

-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복합된 기계화 장비의 수출상품화

(3)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 수중구조물 진단의 안정성 확보

- 기계화 장비를 통해 수중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수부의 산업재해를 최소화

-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으로 공공의 안전 도모

∘ 향후 항만해양구조물 진단시장에서 선도적 기술로 활용하여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수

출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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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 20m 이상에서도 수중 항만구조물의 점검이 가능한 기계화 장비의 상용화 추진

∘ 참여기업이 주도가 되어 개발된 장비를 현장에 활용하며, 이를 운영함

∘ 수중부 진단 기계화 장비는 항만 및 연안구조물에 대한 정밀 상태진단 및 유지관리용 이외

에도 연안 환경 및 재해관련 관측조사, 해양 구조물 정밀 설계를 위한 해양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무인화 장비에 첨단기술(통신, 계측, IT)을 접목하고 장비의 기능을 높여 수중 구조물에 대

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또는 부유식 항만구조물 등의 진단 등에 대한 활용성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

∘ 수중작업용 장비분야에서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수중작업 로봇개발을 위한 후속연구에 기

반기술로 활용

∘ 개발장비의 추가적인 활용방안은 아래에 기술하였고, 또한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하겠음.

가. 벽체이동형 장비

(1) 펀드 조성

∘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벽체이동형 장비는 다년간 원천기술들을 확보하며 정량적 성과목

표들을 달성한 장비임.

∘ 장비를 개발하며 매 개발차년도마다 서로 다른 과제평가자들의 개별 주관적 의견들을 제시

하며 이에 대한 반영, 그리고 과제 진행 중 급격한 예산삭감 등으로 인하여 당초 개발자들

이 목표한 본연의 연구결과와는 일부 변경되어 개발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사업화를 추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술들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개발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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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장비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개

발펀드, 양산펀드로 나누어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개발펀드를 통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수중벽체이동기술, 위치인식기술, 위치별영상데이터추

출기술, 조종장치기술, 전원공급기술, 고출력추진흡착기술, 고출력노이즈대응기술, 탁도대응

영상인식기술 등 다수의 기술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최적화 및 튜닝하는 것이 반드시 필

요함. 또한 개발펀드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현장투입실험과 개발장비의 완성도를 높여나

가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추가 개발되어야 하는 기술로는 벽체외관청소기능, 비파괴 검사를 위한 타격기능, 장비모니

터링 기능, 영상데이터 합성 및 진단위치별변화추이 비교분석 기능등이 필요함. 이외에도

다양한 현장운영을 통하여 추가적인 기술접목 및 최적화과정이 필요함.

∘ 개발펀드를 이용하여 장비의 기술개발 및 최적화개발이 성숙되면 제품 양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양산품 최적화, 양산실험생산기법개발, 품질관리기법개발, 양산관리기법개발 등 최

적화된 장비의 양산을 위한 표준화된 Q.C, Q.A에 의해 생상품질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확

보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양산펀드를 조성하고, 생산시설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개발참여기관인 (주)두배시스템은 벽체이동형 장비의 최적화개발 수행기간을 1년6개월, 양

상개발을 6개월로 목표를 설정하고 아래의 표와 같이 펀드조성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음.

순번 시기 항목 규모 비고
1 ~ 2017. 12. 31. 최적화개발펀드 약 20억원 민간펀드

2 ~ 2017. 12. 31. 기술이전 추후협의 KIOST

3 ~ 2019. 12. 31. 양산펀드 약 30억원 민간펀드

(2) 기술이전(예정) 기업의 활용방안

∘ 해양,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화력발전, 석유, 가스, 화학, 안전성평가 건설등의 다양한 분야

에서 진단 및 작업을 위해 로봇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로봇장비 개발제작을 주요 사

업영역으로 서서히 넓혀가고 있음.

∘ 최근 해양지반 진단장비를 비롯한 수중 진단장비에 개발/제조의 사업영역 또한 꾸준히 넓혀

가고 있음.

∘ 본 과제를 통하여 획득된 다양한 기술과 개발장비를 이용하여 해저건설 및 진단장비의 적

용 영역을 넓혀, 미래 국가해양프로젝트에 진단, 작업, 유지보수에 적용가능한 장비 개발/제

조에 활용하고자 함.

나. 수중유영형 장비

∘ 본 연구개발 결과물인 특허 10-1642493(등록일 2016.07.19.) “항만 수중구조물 검사용 무인

잠수장치”와 여기에 포함된 무인 잠수장치의 선체구조, 무인 잠수장치 조명시스템, 무인 잠

수장치 선상제어시스템을 (주)레드원테크놀러지에 기술이전함.

∘ 레드원테크놀러지는 해양수산부 지원의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의 해양수산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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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에 “수중 항만구조물 점검용 로봇 사업화”라는 과제를 제안하고 선정되어 2017년 4

월 1일부터 사업화를 위한 업무를 시작함.

∘ 사업화를 위한 주요 내용 2가지는 다음과 같음.

(1) 제품의 원가절감을 위한 개선

- 개발품에 사용된 고성능/고가의 장비를 상용화 수준의 성능과 가격의 장비로 교체함. 특히

레드원테크놀러지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품(추진기, 라이트, 카메라 등)을 적용할 예정.

- 사업화 후, 안정적/빠른/경제적 사후 지원을 위해 내부부품을 모듈화 형태로 변형하고 장착/

탈착이 쉬운 형태로 구조를 변경할 예정

- 상품성 증가를 위하여 유저편의성을 고려한(수요처 피드백을 반영) ROV 조작 기능 개선

(2) 수요처 협력기반 현장검증 및 제품 사업화 추진 : 항만수중구조물 현장 임무검증 수행(2

개소 이상)

- 수요기관의 항만 수중구조물 검사/진단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수렴

- 전문 잠수사 및 토목전문가 동반 수중 항만구조물 안전진단 절차에 따른 현장 검증 수행

- 기존 안전점검 및 진단 시스템과의 비교분석에 따른 객관적 보고성 작성

- 내륙 지역 댐 1개소, 해양 항만시설 2개소 이상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진단 수행

- 점검용장비를 이용한 수중 항만구조물 관리 장/단점 분석 및 제품화 반영

- 제품 홍보 및 수요대상 기관 컨택 등 마케팅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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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nternational Symposium on Underwater Technology 2013 (UT13)

∘ AUV Tri-TON - A Hover Capable Platform for 3D Visualization of Complicated

Surfaces - Toshihiro Maki, Yoshiki Sato, Takumi Matsuda, Ayaka Kume, Takashi

Sakamaki, and Tamaki Ura

[학회장에 전시된 AUV Tri-TON] [지표면 스캐닝을 위한 방법 제시]

- AUV Tri-TON은 동경대에서 개발한 호버링 타입의 AUV임.

- 호버링 기능을 이용하여 열수 지역의 지표면을 스캐닝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였음.

∘ Customizing an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nd Developing a Launch and

Recovery System - E. Hayashi, H. Kimura, Christina Tam, James Ferguson,

Jean-Marc Laframboise, Gina Miller, Chris Kaminski, and Alex Johnson

[LARS에 관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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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용 AUV를 진수 및 회수하기 위한 장비시스템(LARS)를 개발하였고 이를 실해역에

서 실험 및 검증한 내용을 발표함.

- LARS는 실해역에서 수중장비를 안전하게 진수 및 회수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장비로서 본 발표는 LARS 개발 시 주의해야하는 점을 제시하였음.

∘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for In Situ Chemical Analysis at Sea - Blair

Thornton, Tetsuo Sakka, Tomoko Takahashi, Ayaka Tamura, Ayumu Matsumoto,

and Tamaki Ura

[실험장치 Setup] [압력에 의한 강도, FWHM의 peak 변화]

- 레이저를 이용하여 3000m 깊이의 바다 속 액체 및 고체 물질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시도하였음.

∘ MIR submersibles historic Dive Under the Ice Dome at the Geographical North Pole -

Anatoly M. Sagalevitch

[발표중인 Anatoly M. Sagalevitch] [북극해에 진수중인 MIR-1]

- 러시아의 MIR 유인잠수정을 이용하여 북극해의 수심 4300m 잠수를 성공 후 이를 요

약하여 발표함.

∘ Field Experimental Results of Path Re-planning Method for an AUV to Visualize

Complicated Surface in 3D - Yoshiki Sato, Toshihiro Maki, Ayaka Kume, Takumi

Matsuda, Takashi Sakamaki, and Tamaki 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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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V를 이용한 해저지면 방법 소개]

-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며 해저지면을 scanning 하는 AUV에 Re-observation 기능을

탑재하여 초기 scanning 시 영상이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지역까지 재조사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함.

나. Oceans'14 MTS/IEEE Canada

(1) 전시회

∘ 일본에서 조사용 소형 ROV를 개발하였음.

3개의 쓰러스터를 이용. 조명, 영상카메라 탑재.

단 조류의 경우 1knot이상에서는 쓸수 없다고 함.

100m 수심까지 사용 가능

[일본에서 개발한 조사용 소형 ROV]

∘ 점검용 장비에 응용가능한 운용프로그램 정보 획득

장비의 positioing, 자세, 헤딩, 소나영상 및 영상 카메라 정보를 하나의 모니터에 동시에 나

타냄.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용하기 위한 컴퓨터 최소사양이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해당 프로그램과 Videoray사의 운용프로그램을 접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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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 시뮬레이터

점검용장비, 수중건설로봇 등을 실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앞서 먼저 시뮬레이터를 통해 다양

한 상황에 대하여 기술습득이 가능함.

기존에는 ROV관련 대기업들의 독점물이었는데, 신생업체에서 시도함.

∘ 시설물 점검용 멀티콥터

아직은 개발중에 있는 시설물 점검용 멀티콥터를 전시.

스펙상으로는 30분간의 비행시간을 가진다고 함 – 랩에서 비행 시.

멀티콥터가 작은 관계로 실제 환경에서 비행할 경우 카운터 모션, 돌발 상황 등으로 인하여

30분 비행이 힘들것으로 보임.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 고무댐퍼를 이용한 쇽옵쇼버를 적용하였음. -> 고주파 진동저감은

가능할 것이나, 저주파 진동에 대해서는 전혀 제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제어보드가 FPGA기반으로 구성되어 전기소모를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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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논문들

∘ A Novel Method for Surface to Subsea Localization Utilizing a Modified Hough

Transform - Valentina Zeiger, Sabah Badri-Hoeher

- 포지셔닝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시도함(LBL 시스템을 고려하고 연구).

- 제안한 modified hough transformation(MHT)을 이용하여 LBL 트랜스폰더의 기준좌표값

을 도출함.

- 2차 배열을 이용하여 MHT를 적용하기 때문에 resolution을 높이면 메모리가 급격히 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함.

∘ Acoustic Underwater Positioning on FPGA - Wenjie Ren, Gholamreza Shomalnasab,

Lihong Z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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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음원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함(각 음원간의 거리는 2000m로 가정).

- NI Labview fpga 모듈을 이용함.

- 실험 없이 시뮬레이션만 시도.

- PC only, FPGA only, PC+FPGA 결과 비교 => FPGA만으로도 충분한 결과 얻음.

∘ Real Time Visual SLAM for Underwater Robotic Inspection - Magda Meireles, Renato

Lourenco, Andre Dias, Jose Miguel Almeida, Hugo Silva, Alfredo Martins

- SLAM을 기반으로 한 항법구현

- 점검용장비는 결국 구조물 근처에서 오퍼레이션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기반한 SLAM항법

을 구현하기 좋은 대상체임.

- EKF-SLAM을 구현함

- 사용 ROV는 VIDEORAY였음.

∘ Game-theoretic Cooperative Coverage using Autonomous Vehicles - Junnan Song,

Shalabh Gupta, James Hare

- 3가지 레이어를 겹쳐서 항법계산 및 결과물을 도시함.

- 에너지 함수를 도입하여 장비의 에너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path를 계산

- 오일 누출 사고를 감안하여 장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시도함.

∘ Experimental results on EKF-based Underwater Localization algorithm using Artificial

Landmarks and Imaging Sonar - Yeongjun Lee, Jinwoo Choi, Hyun-Tae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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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인공표식물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항법을 수행함

- SLAM과 같은 것.

- 파티클 필터 이용

- 데드레코닝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이룸.

∘ Enhancing AUV localization using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s: Results in long

baseline navigation from the COLLAB13 sea trial - Andrea Munafo, Jan Sliwka,

Gabriele Ferri, Arjan Vermeij, Ryan Goldhahn, etc.

- 센서 네트워크, 항법 정보 등에 관한 통신을 시도하고자 함.

- 시도한 레인징 소나는 LBL임.

- EKF를 항법에 적용함.

- 4km까지 통신을 수행하였고, 시간동기화 가능함을 확인함.

다. Oceans'15 MTS/IEEE Washington

(1) 전시회

∘ Tecnadyne에서 소형 고출력 스러스터를 개발.

현재 벽체이동형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스러스터의 추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회

사의 제품으로 대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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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nadyne의 소형 고출력 스러스터]

∘ Sidus에서 고토크의 팬틸트를 전시

수중고르기장비 실험 시 ROS의 팬틸트를 사용하였데 트랙형 ROV의 경우 장비에서 발생하

는 진동에 의하여 소나 등을 달 경우 해당 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머리가 고꾸라지는 현상

이 빈번하게 발생함. 해당 고토크 팬틸트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음.

[Sidus의 팬틸트]

∘ 펠리컨케이스에 장착된 컴퓨터

일반적으로 운용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노트북을 사용 또는 랙에 장착하여 사용

한 경우가 많음. 실해역 실험을 감안할 경우 주변 충격, 분진, 수분 등의 터프한 환경을 고려

할 시 펠리컨케이스에 컴퓨터를 탑재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단, 스크린을 키우고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처방안이 필요함.

[펠리컨케이스에 장착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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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 시뮬레이터

점검용장비, 수중건설로봇 등의 수중로봇을 실현장에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

이터로 대체 구현하는 것이 유리함. 운용환경, 장비 특성등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가상

의 상태지만 최대한 실물과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간편 제작용 ROV 전시

간편 제작용 ROV가 전시됨. 플라스틱 파이프, 소형 스러스터, Lock&Lock 박스를 이용하여

제어기 박스 수밀 등을 수행하고 얕은 수심에서 작동할 수 있는 ROV 제작. ROV에 탑재할

다양한 알고리즘을 해당 ROV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음.

∘ VideoRay

본 부서는 VideoRay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해당 장비를 Inspection용으로 사용하는 주력을

두고 있음. 현재 개량형 매니퓰레이터가 나왔고, USBL 및 HD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도록

옵션이 나왔음. 이를 장착하여 VideoRay의 활용도를 극도로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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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논문들

∘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Cooperative Navigation of Underwater Vehicles with

Range and Range-Rate Observations - Zachary J. Harris

전통적으로 수중에서 Vehicle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LBL, USBL 등을 이용함.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수중에서 1대의 Vehicle을 모선이 견인해가며 선체 및 vehicle의 위치를

EKF를 이용하여 파악함. 실제 물속에서 작업하는 AUV와 수중에 있는 1대의 vehicle간에는

수중모뎀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하고 장비의 위치를 확인함. AUV에 장착된 센서는

IMU(Octan), DVL, 그리고 모선에서 GPS를 이용함. 현재 실험을 수행하지는 못하였고 시뮬

레이션만 시도하였음. 수중모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작업하는 AUV의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

기 때문에 통신거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동시에 이럴 경우 일반적인 LBL, USBL과 크

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임

∘ Biangunilateration using azimuth, elevation, and depth difference to localize submerged

assets - Michael Stan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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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수중거리측정 방식인 USBL은 slant range, two-way travel time을 측정하여 수

중 위치를 인식함.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 depth difference 측정, one-way

broadcast transmission을 함. 제안된 방안을 이용하여 USBL의 측정결과와 비교함. USBL

결과 대비 분산정도가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 수중위치 인식을 위한 기법으로

서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음. 특히 수심측정의 경우 USBL에 비교하여 훨씬 안정적인 신

호획득법임. 해당 기법에 대하여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할 수 있음.

∘ Toward Autonomous Mapping with AUVs - Line-to-Line Terrain Navigation - Ove

Hagen

모선의 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신호를 획득하더라도 AUV의 위치

정보의 드리프트 에러는 결론적으로 막기 힘듦. 이를 막기 위하여 Terrain navigation을 시

도함. Terrain navigation은 위치에러의 발산을 제한할 수 있음. AUV에서 실시간 항법으로

NavP를 적용하여 구현하였으며, 후처리용으로 NavLab을 이용하여 정밀도를 최대한 올렸

음. 사이드스캔 소나를 이용하여 해저면 맵핑을 하고 해당 결과를 합성하였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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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F(Point Mass Filter)를 이용하여 Line-to-Line terrain navigation을 적용하였음

∘ Autonomous Acoustic - Aided Optical Localization for Data Transfer - James Kinsey

수중 고속광학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기위치인식을 시도함. 이 경우 USBL, LBL등이 없

어도 localization 가능해짐. 따라서 저렴하게 위치인식 가능해짐. 아직 수중광학통신의 경우

송수신거리 확보, 노이즈에 대한 강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한 극복을 수행할 경

우 위치인식에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음.

∘ AUV State Estimation and Navigation to Compensate for Ocean Currents - Eric

Wolbrecht

AUV의 상태추정 및 항법에 있어 조류를 감안하는 기법을 제안함. EKF를 이용하여 AUV

상태, 조류를 추정함. 또한 추정된 조류를 이용하여 AUV의 헤딩제어에 있어 조류영향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함. ㅁ형태의 transactory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도함.

기존에 존재하는 AUV의 소프트웨어에 가상의 조류를 추가하여 성능을 확인함.

∘ Design and investigation of dead reckoning system with accommodation to navigation

sensor errors for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 Vladimir Filaret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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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V의 신뢰성 있는 Dead reckoning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 센서 결과, 동역학 모델을 조

합하여 dead reckoning 수행함. 적용한 센서는 DVL, 수심센서, IMU임. 기존 AUV의 운동

일 경우 센서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이동하고자 계획했던 궤적을 그리지 못함. 제안된 기

법을 이용하면 센서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계획된 궤적을 거의 추정하여 따라갈 수 있음.

∘ Improving Autonomous Navaigation and Positioning for commercial AUV operations -

Richard Mills

주요 센서 : Forward looking sonar, IMU(FOG or RLG), DVL, cNODE Transponder

AUV의 안전적인 운용을 위하여 UTP 활용 (Underwater Transponder Protocol)

몇 가지의 항법기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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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일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4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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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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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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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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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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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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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연구개발 단계에서 각 기관 연구책임자의 책임아래 연구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각종 안전교육 실시

- 실험 시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음.

- 수조 실험 시 물이 전기기구에 튀지 않도록 하였고, 수조 환경 또한 누수 시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외에도 각종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

울이며 안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음.

∘ 실해역에서 개발장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때 장비의 이송, 상하차, 준비작

업, 장비 진회수 등 일련의 여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실험 전 모든 연구

원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양 작업 안전대책을 강구, 모든 참여연구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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