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 최종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

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

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R
O
V 

기
반 

수
중 

중
작
업
용 

로
봇 

기
술 

개
발 

최
종
보
고
서

2019

R&D / 
20130197 R&D / 20130197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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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최종 보고서

주관연구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협동연구기관: 대양전기공업㈜
공동연구기관: (주)KT서브마린
 (주)레베산업
 (주)솔탑
 한국도키멕㈜
 레보(주)

D
evelo

p
m

ent o
f H

eavy D
uty R

O
V

 
Techno

lo
g

y R
&

D
 R

ep
o

rt

004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indd   1 2019-10-16   오전 10:22:15



R&D / 20130197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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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최종 보고서

주관연구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협동연구기관: 대양전기공업㈜
공동연구기관: (주)KT서브마린
 (주)레베산업
 (주)솔탑
 한국도키멕㈜
 레보(주)







i

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2-2013001
해당 단계

연구 기간

2014.01.02. ~ 

2019.03.31
단계구분

6년/

6년

연구사업명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연구과제명

과제명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이 계 홍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 수

  총: 53명

내부: 53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875,000천원

기업:  292,000천원

정부 외:      천원

 계:  1,167,000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 수

  총: 430명

내부: 430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12,225,000천원

기업: 4,374,367천원

정부 외:      천원

 계: 16,599,367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해양로봇연구본부

참여기업명

양전기공업㈜, ㈜KT서브마린, ㈜레베

산업, ㈜솔탑, 한국도키멕㈜, 레보㈜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중국 상 국 연구기관명: 중국과학원

위탁연구 연구기관명:중국과학원 심양자동화연구소 연구책임자: Li Zigang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1006



ii

<국문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해저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매설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수중 작업

이 가능한 ROV 기반 중작업용 로봇 기술을 개발하므로

- 점차적으로 증 되고 있는 해양구조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목적의 수중 

건설 장비 기술 확보

- 미래 해양구조물(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건설 시장에 직접 활용 가능

□ ROV 기반 중작업용 로봇 핵심 및 성능검증 기술 개발

- 통합 기술의 성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도출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검증 시스템 및 요소 기술 개발

- 고성능 수중 유압시스템 설계/제작 기술

- 고효율 워터젯 설계/제작 기술

- 수중 정  복합항법 기술

- 수중 정  작업을 위한 해조류 극복 및 DP 기술

- 유압 매니퓰레이터 비주얼 서보잉 제어 기술

- 수중 작업용 로봇 선상관제체계 구축 기술

□ ROV 기반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 설계/제작 기술 개발

- 프레임, 부력재, 내압용기, 전기/전자/통신 설계/제작

- 시스템 최종 통합 및 수조/실해역에서 성능검증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운용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중 건설작업을 위한 건설로봇에 한 상세한 운용 매뉴얼 

구축 

- 다양한 수중 유압 툴장비 설계/제작 기술  

연구개발성과

□ 다양한 수중작업이 가능한 ROV 기반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 설계/제작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 확보

□ 고성능의 수중 유압공급장치(HPU), 고출력의 수중 워터젯 및 유압 작업공구를 포

함한 수중 중작업용 로봇 핵심 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기술 확보

□ 수중 중작업용 로봇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기술 개발 및 선상 관제체계 구축 

기술 확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 효과)

□ 케이블/파이프라인 매설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수중작업이 가능한 중작업용 

로봇을 개발하므로 날로 증 되고 있는 수중건설 분야에서 기술력 확보 및 경쟁력 

향상 기

□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

개발 계획에 적극적인 응 가능

□ 수중건설 분야의 국산화 기술력 확보를 통한 관련 분야의 해외기술 수입 체효과 

및 유사기술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 효과 기

□ 수중건설 분야의 인프라 확장 및 일자리 창출 기

핵심어

(5개 이내)
수중건설

수중 중작업용 

로봇

케이블/

파이프라인 매설 

및 유지보수

수중 유압시스템 수중 워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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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urpose &

Contents

□ Developing heavy-duty ROV technology to carry out various underwater construction 

operations including cable and small diameter pipeline mining and maintenance for the 

purpose of

- secure the underwater technologies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increasingly being 

required offshore structures

- directly applicable to the future offshore structure construction market 

□ Developing heavy-duty ROV core technologies and their on-the-spot verification 

technologies such as

- deducing integrated ROV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and methods

- high efficiency water-jet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 high accurate underwater hybrid navigation technology

- precise motion and dynamic positioning control technologies

- visual servoing control of hydraulic manipulator

- surface control system construction technology

□ Developing heavy-duty ROV platform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such as

- frame, buoyancy material, pressure hull, electric/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 system final integr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water tank and sea 

environments

□ Developing heavy-duty ROV operation and commercialization technologies including

- construction of detailed operation manual for the convenience of safe and efficient 

underwater construction

- various underwater hydraulic tool devices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Results

□ Designing/manufacturing and commercialization technologies for heavy-duty ROV platform 

which can perform variable underwater tasks

□ Core component, core element and commercialization technologies for heavy-duty ROV 

platform as high performance HPU, high powered waterjet and hydraulic work tools

□ Safe and efficient robot operation technologies and surface control systems for heavy-duty 

ROV platform

Expected

Contribution

□ Establishment of underwater construction technology and improvement of correspondent 

competitive power through developing heavy-duty ROV available for carrying out various 

underwater constructing operations including cable/pipeline mining and maintenance

□ available for positive correspondence to the government’s ocean development plan including 

offshore wind power, ocean energy etc.

□ available for underwater construction technologies’ export instead of import through secure 

the correspondent technologies

□ expectation of expansion of both domestic underwater infrastructure and correspondent job 

market

Keywords
underwater 

construction
heavy-duty ROV

cable/pipeline 

mining and 

maintenance

underwater 

hydraulic system

underwater 

water-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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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적

[그림 1-1]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시스템 개요

다양한 수중 작업이 가능한 ROV 기반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 설계/제작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 확보

고성능의 수중 유압공급장치(HPU), 고출력의 수중 워터젯 및 유압 작업공구를 포함

한 수중 중작업용 로봇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기술 확보

수중 중작업용 로봇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기술 개발 및 선상 관제체계 구축 기

술 확보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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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기술의 운용개념

(가)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매설작업

기존의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매설작업은 부분 Plough를 활용하여 수행하나 

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ROV를 투입하여 매설작업을 수행함

-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매설작업 시 Plough 진수 및 회수 구간

- 케이블 교차 등으로 인해 Plough로 목표 매설심도를 확보하지 못한 구간

- 주위에 암반이 있어 Plough 작업이 불가능한 구간

- 전력 배전케이블, 소구경 파이프 구간에 한 전체 구간 매설

[그림 1-2] Plough를 활용한 케이블 매설작업

[그림 1-3] ROV를 활용한 해저 케이블 매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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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를 활용하여 해저 케이블 공사를 수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PLIB(Post Lay Inspection 

& Burial)방식을 많이 사용함. 이 경우, ROV는 사전에 포설된 케이블에 접근하여 해

저에 착하여 작업을 하게 되고 Port/Starboard 수압노즐이 해저면에 최  3m까지 

내려가면서 매설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케이블이 두 개의 노즐 사이에 놓이면서 

작업을 하게 되며 이때 노즐이 케이블에 위해를 줄 수 있기에 노즐의 모양이나 전

체 툴 모양을 설계/제작하여야 함

(나) 매설된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작업

하기와 같은 경우의 매설된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작업은 부분 

ROV를 투입하여 수행함

- 시스템 운용 중인 헤저 케이블이 고장 났을 경우

-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에 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이 landing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탐지 방식 및 

탐지 장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 일반적으로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이 landing이 되어있을 경우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에 전류 등을 투입하고 이 기초상

에서 ROV에 탑재된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에 하여 

cm단위까지 정 하게 위치를 탐지할 수 있음

(다) 기타 수중 작업

로봇 플랫폼의 다양한 작업공구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 및 플랫폼 전방에 부착되어

있는 한 쌍의 유압 매니퓰레이터 및 끝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다양한 작업공구들을 

활용하므로 해저에서 다양한 건설작업에 투입 가능함

[그림 1-4] Teledyne TSS사(미국)의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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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정의

(가) 기술1. 수중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 설계/제작 기술

① 정의

주어진 작업환경(예를 들어 2,500m 수심의 해저환경)에서 주어진 요구사양(예를 들

어 최  매설심도 3m 및 최  매설속도 2km/hr)을 만족하는 수중작업(예를 들어 케

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매설작업)에 필요한 프레임, 부력재, 내압용기, 전기/전자

/통신 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된 로봇 플랫폼을 설계/제작하고 또한 유압시스템, 

워터젯, 다양한 센서장비 및 선상 관제시스템과 통합하고 최종적인 성능검증을 수행함

[그림 1-5]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 개발(안)

② 내용

프레임 및 내압용기 설계/제작 기술

부력재 설계/제작 기술

전기/전자/통신시스템 설계/제작 기술

선상 전원실(PDU, Power distribution unit) 설계/제작 기술

시스템 통합 기술

시작품 수조/실해역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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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 개발(안)

[그림 1-7]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전원공급시스템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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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2. 수중 중작업용 로봇 핵심 요소 기술

① 정의

주어진 작업환경(예를 들어 2,500m 수심의 해저환경)에서 주어진 요구사양(예를 들

어 최  매설심도 3m 및 최  매설속도 2km/hr)을 만족하는 수중작업(예를 들어 케

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매설작업)에 필요한 로봇의 정상 작동 및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유압공급장치(HPU), 워터젯, 수중항법, 매설물 정  추적, 로봇 및 로봇팔 정

 제어, 작업장비 등 다양한 핵심부품을 설계/제작하고 필요한 알고리즘을 개발함

② 내용

유압공급장치(HPU) 및 유압회로 설계/제작 기술

워터젯 시스템 설계/제작 기술

다양한 수중 작업공구 설계/제작 기술

수중 정  복합항법 기술

유압 로봇팔 비주얼 서보잉 제어 기술

수중작업 실시간 매핑 기술

수중 중작업의 효율향상을 위한 수중 비선형 운동체의 정  제어 기술

통합시스템의 성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도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검증시스템 및 요소 기술

[그림 1-8] 수중 유압공급시스템 폐회로 유압회로 개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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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수중 고출력 워터젯 기술 개발(안)

[그림 1-10] 유압 기반 수중 작업공구 기술 개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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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수중 중작업을 위한 정밀 항법시스템 구성(안)

[그림 1-12] 수중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원격제어 기술 개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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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3. 수중 중작업용 로봇의 운용 기술 및 선상 관제체계 기술

① 정의

주어진 작업환경(예를 들어 2,500m 수심의 해저환경)에서 주어진 요구사양(예를 들

어 최  매설심도 3m 및 최  매설속도 2km/hr)을 만족하는 수중작업(예를 들어 케

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매설작업)에 필요한 로봇의 진수/인양, 수중 작업 등 일

련의 작업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1) 및 이러한 운용기술이 구현 가능하게 

하는 선상 관제체계를 구축함

② 내용

안전한 로봇의 진수/인양 운용 기술

로봇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매뉴얼 제작

로봇의 다양한 수중 작업에 한 선상 정  원격제어 기술

로봇의 다양한 수중 작업에 한 실시간 임무, 작업 관제 기술

로봇의 진수/인양, 수중 작업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에 한 선상 관제체계 구축

[그림 1-13] 수중 중작업용 로봇 진수/인양 및 운용 개념

1) 일반적으로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중작업용 ROV가 수중에서 작업할 때 DP 기능을 갖는 운
용모선은 USBL 등 추적기술을 활용하여 ROV를 추직 및 위치를 파악하여 ROV와 모선이 같이 움직
이는 운용시나리오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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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수중 중작업용 로봇의 선상 관제체계 개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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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해양구조물 및 수중건설 시장의 급성장

해상풍력발전, CCS2), 조력/파력 발전 등과 같은 녹색성장과 해양개발에 부합하는 다

양한 해양 구조물이 계획 또는 시공되고 있음

또한, 초 형 컨테이너선이 등장하고 장 교량 및 침매터널 등에 한 개발 필요성

이 증 되고 있어 형 해양 구조물에 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 구조물이 점차적으로  수심 조건으로 옮겨가고 있음

이러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해양 구조물 시장수요와 더불어 이러한 해상, 해저 

구조물에 필요한 전력, 통신 공급을 위한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매설작업을 비

롯한 다양한 수중작업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해상풍력발전] [파력발전]

[석유,가스 해저 플랫폼]
[조류발전]

[그림 1-15] 다양한 해양 구조물 사례

2) CCS: Carbon Capture &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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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 작업현장의 안전성 및 무인화 향상 시급

현재 부분의 국내 수중 건설작업의 경우 잠수부를 활용한 재래식 시공과 공사관

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허리부상 및 손가락 절단 등 각종 재해의 우려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잠수병 때문에 작업시간이 극히 제한적이고 해상 조건이 열악

할 경우 생산성 및 시공의 정 도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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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다이버들의 사망률은 평균 노동자에 비해 40배에 달하였으며 매우 위험한 직업

군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음

특히 수심의 경우 잠수병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작업현장이 점점 수심화 됨에 따라 작업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수

심 300~500m에 건설되는 해양구조물의 시공에는 잠수부 투입이 불가능하므로 장비

의 사용은 인력 체가 아닌 필수 요건임

[그림 1-16] 다이버를 활용한 기존의 수중작업

(2) 개발기술의 경제적 및 산업적 파급효과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 사업은 다양한 수중건설 분야에 첨단 로봇기술 적용으로 수

중장비의 국산화, 수중작업의 안전성(무인화) 확보, 그리고 수중시공능력 향상으로 

국토해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핵심 사업이며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 키

워드인 창조경제에 부합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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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중작업용 로봇은 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후방산업의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문으로 소재, 기계, 전기, 전자 등 분야의 동반적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본 핵심과제의 경우 해상풍력, 다양한 해양에너지 등의 전

방산업 시공개선을 통한 직접효과가 큰 분야로 기술개발의 산업적 파급성이 높음

해외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이미 상용화 단계를 거쳐 현장에 적

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00% 해외 임차를 통한 수중작업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국외기술의 종속뿐만 아니라 막 한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사

업의 조속한 진행과 성공이 시급함

[그림 1-17]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의 경우 전형적인 융합기술의 사례

3. 연구개발 범위

[그림 1-18]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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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표 사양

- 작업 수심 : 최  2,500m

- 매설 심도 : 최  3m

- 매설 속도 : 최  2km/hr

- 전진 속도 : 최  3knots

- 작업 하중 : ≤500kg

(1)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 분류

[그림 1-19] 최종 목표사양을 만족하기 위한 연구개발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 분류

본 연구개발에서 해저 케이블/소구경 파이프라인 매설심도와 매설속도가 가장 중요

한 목표사양이며 최  3m 매설심도와 최  2km/hr의 매설속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워터젯 성능이 2,000m3/hr@5bar의 요구사양을 만족해야 함. 또한 워터젯을 활용한 

해저에서 매설작업 최적화를 위한 유압시스템 설계 및 플랫폼 최적화 설계 기술이 

필요함

해저에서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매설작업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압 기반 작업공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국가발전 차원에서 이러한 부품기술의 국

산화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로봇 플랫폼은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상응한 원격제어 기술 및 환경이 필요함. 이

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항공 및 육상 분야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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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체계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된, 그리고 체계적인 원격제어 기술

을 구현함

매설된 해저 케이블/파이프라인에 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5m 이내 위

치오차3)를 갖는 정 한 수중 항법이 필요함. 기존에 수중 위치인식은 부분 USBL

에 의존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할 플랫폼의 경우 불규칙적인 해저면 환경에서 작

업하며 이 경우 USBL이 로봇 플랫폼을 놓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

의 복합 관성항법 구축이 필요함

다양한 수중작업이 완료되고 추후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초기 작업할 때 작업환경 

및 작업결과(예를 들어 매설 케이블)에 한 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본 연구개

발에서는 수중작업 실시간 매핑 기술을 개발하므로 다양한 수정작업이 완료되면 곧

바로 작업결과에 한 DB 구축이 가능하게 하므로 추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 제

공이 가능함

기존에 수중 유압매니퓰레이터의 경우 마스터/슬레이브 제어가 보편적이며 이 경우 

작업효율은 사용자의 조작 능숙도에 크게 의존하게 됨.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유압매니퓰레이터에 한 효율적이고 간편한 정  원격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함

(2) 기존 기술과 차별화 전략

[그림 1-20]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

3) 이 수치는 로봇 플랫폼에 부착된 매설 케이블/파이프라인 탐지시스템의 성능사양에 의존하며, 기존
에 탐지시스템, 예를 들어 Teledyne사의 케이블 탐지시스템 350의 경우 수평면에서 탐지폭이 최  
10m로 이 위치로 정 하게 근접하기 위해서는 체적으로 5m 이내의 오차를 갖는 정  항법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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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모듈화를 통하여 유지 및 수리, 보수가 용이하여 고장으로 인한 Killing 

Time을 최소화함. 

작업중인 플랫폼의 정확한 위치 인식을 위하여 수중 정  항법 기술을 탑재.

유압매니퓰레이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주얼 서보잉 기반의 유압매니

퓰레이터 정  제어 기술을 도입.

매설 작업의 검증을 위하여 해저 케이블 매설작업 실시간 매핑 기술을 이용.

(3)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근거

(가) 작업 수심

지난 수십 년간 많은 해양 구조물은 수심 500m 이내의 연근해역에서 시공되었으나 

최근 들어 수심으로 급속하게 확 되고 있음. 특히 광통신케이블, 송유관 등 매설

작업은 수심 2,000m 내외의 심해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본 연구개

발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수중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RFP에서 제안한 500m 최  

작업수심을 2,500m로 상향 조정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나) 매설 심도

본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의 경우, 해저 케이블/파이프라인 매설 및 유지보수가 주

요 작업 목적이 되며 아울러 이러한 작업에서 중요한 성능 기준의 하나인 매설심도

를 최종 목표 사양으로 선정하였음. 또한 기존에 국내외 해저 케이블/파이프라인 매

설 시장에서는 최  매설 심도를 3m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수요를 반영

하여 최  매설 심도를 3m로 설정하였음

Soil Type Classification
Single Pass Trench 

Depth (m)
Max Burial Speed (m/hr)

Free Flying Mode 0-2,500m

Cohesionless Sand
1 2,000
2 1,000
3 300

Very Soft Cohesive 0-20kPa
1 1,200
2 800

Soft Cohesive 20-40kPa
1 1,000
2 650

Firm Cohesive 40-75kPa
1 850
2 500

Stiff Cohessive 75-100kPa 1 300

[표 1-1] 해저케이블 매설심도 및 매설속도 목표사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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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최  매설심도와 같은 목표사양은 매설작업이 이뤄지는 해저 지층의 성질, 그리

고 매설물의 종류 등에 따라 바뀜. 아울러 최  매설심도는 아래 표에서 보여주듯이 

해저층이 모래일 경우에 작업이 가능한 매설심도 목표사양이며 이때 매설속도는 약 

300m/hr로 예상이 됨

(다) 매설 속도

매설속도 또한 본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인 해저 케이블/파이프라인 매설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수중 중작업용 로봇의 중요한 성능 지표로서 본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사양으로 선정하였음. 단, 매설속도는 목표 해저 지층의 성질, 매설물의 

종류, 그리고 매설심도에 따라 변하며 본 연구개발의 경우, 표에서와 같이 해저층이 

모래이고 매설심도가 1m일 경우에 해당한 최  매설속도 목표사양을 2km/hr로 설정

하였음

(라) 전진 속도

일반적으로 수중로봇의 경우 로봇의 수중에서 속도를 로봇 플랫폼 성능의 중요 기

준으로 보고 있음. 또한 본 연구개발 기술의 경우 해저 케이블/파이프라인 매설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중작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에 적절한 

최  3knots의 전진속도를 목표 사양으로 선정하였음. 일반적인 수중로봇의 구조 특

성상 좌우, 상하로 움직일 때 속도는 전진속도 보다 작게 나옴

(마) 작업 하중

본 연구개발 기술은 해저 케이블/파이프라인 매설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수

중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상응한 작업공구 탈부착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로봇 플랫폼이 일정한 수준의 작업하중을 가져야 함. 그러나 작

업하중이 너무 클 경우 특정 작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무게추4)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유발하게 됨.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개발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500kg 작업하중을 목표 사양으로 선정하였음

4) 본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ROV 기반 중작업용 로봇은 부분의 효율적인 수중작업을 위해서는 약간
(작업의 종류에 따라 변경 가능)의 음성부력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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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량적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관)

연구전
국내수준5) 목표치

가중치a)

(%)
평가기준

달성치
(%)

최종목표

작업 수심
3,000m

(미국/Forum6))
-

2,500m
(1단계 
500m)

15
실측

(자체평가b)) 
100

(509m)

매설 심도
3m7)

(미국/Forum)
- 3m 35

실측
(자체평가b)) 

100
(3.03m)

매설 속도
2km/hr[4]

(영국/SMD)
- 2km/hr 25

실측
(자체평가b)) 

100
(2.24km/hr)

전진 속도
4knots

(영국/SMD)
- 3knots 15

실측
(자체평가b)) 

100
(3.12knots)

작업 하중
350kg

(영국/SMD)
- 500kg 10

실측
(자체평가b))

100
(540kg)

[표 1-2] 연구개발 정량적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

a) 가중치의 경우, 최종목표 및 연차별로 각각 100으로 합계하여 계상
b) 수조 및 실해역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및 최종 평가보고서 제출

5) 국내의 경우, 수중 중작업용 ROV 기술 개발은 본 연구개발이 첫 시도임.
6) ROV Trencher 제작사인 Perry Slingsby System Inc.가 Forum Energy Technologies Inc.와 합병.
7) 영국 SMD(Soil Machine Dynamics)사의 제품도 최  매설심도가 3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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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기술동향 및 수준

(1) 국내 주요 관련 업체 및 산업 동향

(가) 국내 수중로봇 관련 기업 현황 및 주요 분야

국방 분야 무인 이동체 개발은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국내 주요

방산업체 (한화, LIG넥스원 등)들을 위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민간 분야 무인 이동체 개발은 주로 해양관련 국책연구기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

으며, 상용화를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관련 인프라 투

자가 필요함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2

연번 기업명 주요 분야

1 STX중공업
Cargo pump 시장에 진출, HPU제작

[HPU(Hydraulic Power Unit)]

2 NOV 코리아(구 호창기계공업) 조선해양 기자재와 크레인을 제작

3 KHAN Drilling 분야의 시운전 및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

4 대우조선해양 조선 해양 제품 전문 생산 업체

5 대양전기공업(주)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제작 경험, 자율운항 

무인기뢰처리기(MDV) 개발 등 ROV 제작

6 (주)LIG 넥스원 군용 자율무인잠수정 제작

7 주)퍼스텍 해양 장비 제작

8 레드원테크놀로지 추진기 자체 설계 제작, 수중 로봇을 설계 및 시험 운영

9 (주)동현씨스텍 해양 검사 장비 등 제작

10 (주)대원기전 전기, 전자 제어장비 및 방산용 케이블 설계, 제작

11 (주)삼성탈레스
구축함, 수송함, 고속함, 잠수정 등 다양한 해양 시스템을 

생산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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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소나테크 해양탐사장비 개발, 생산

14 FM전기유압 유압천공기, 고철압축기, 그라풀과 고정식크레인 전문업체

15 경원훼라이트
마그네트, 셰라믹, 전자 등을 취급, 대형 에너지 플랜트 분야 

연구 진행

[표 2-1] 국내 수중로봇 관련 기업 현황 및 주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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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업명 주요 분야

16 대림건설
건축, 토목, 교량 등의 분야 기술 개발, 고효율 케이블 

가설장비 및 공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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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취급

18 ㈜삼성테크윈
국내 정밀기기산업을 선도,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에서 

지능형 감시로봇시스템의 주관업체

19 신동디지텍
선박용 통신전자 장비 제조, 선박용 항해기기/

위성송수신 시스템, 해양정보 상황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20 씨나비정보기술 해양레저, 선박, 모터 및 엑추에이터 등 부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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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가공유제 및 기반기술 연구 개발

22 ㈜동국 R&S 내화물, 세라믹, 철강등의 소재 생산 및 공급

23 ㈜로봇밸리 제조용 지능로봇 기술 개발,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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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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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우경로봇 레이저 센서, 측정 및 검사장치 생산 및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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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28 ㈜코리아컴퓨터 RFID/USN 관련 기술 연구 및 솔루션 개발

29 ㈜풍산 방산총괄
군용탄약 및 스포츠탄 생산, 신관 및 유도무기용 센서, 

가속도계 및 각속도계 생산

30 컨벡스 모션 제어기 전문업체, 인공안구, 소형 로봇 등 연구 개발

31 턴온전자 선박용 레이더, GPS 판매

32 포스코건설
제철 및 환경, 에너지 등 플랜트 분야, 태양광, 풍력, 

조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탄산리튬 생산 상용화 
플랜트 구축 연구개발

33 한성 ILS 종합군수지원, 군수지원분석 등 무기체계 개발 지원 업체

34 (주)한국선재
아연도금 철선, 스테인레스 강선, 와이어로프 등 각종 선재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 해저케이블용 아모링와이어 생산

35 LS전선(주) 전선제작 전문업체, umbilical에 대한 기술개발

36 (주)KT 서브마린
해저통신/전력케이블건설 및 유지보수, 석유/천연가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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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주)유에스티21
해저지형조사, 해양자원탐사, 해양지질조사 및 수중매설물 탐사 

등 해저 지형·지질 전문 탐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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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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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업명 주요 분야

39 (주)아쿠아드론 첨단 해양조사 장비를 이용하여 해양측량 및 조사

40 (주)현대중공업 조선, 해양, 건설 등 중공업 분야의 전문업체

41 (주)삼성중공업 세계 최대 규모의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 해양플랫폼 인도

42 동아지질 터널굴착(쉴드)과 지반개량(DCM)을 전문적 수행

43 희송지오텍 지반조사 및 시험, 물리탐사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판매

44 GS 건설 플랜트, 발전/환경, 주택,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 업체

45 STX 조선해양  해양 구조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건설, 설비를 수행

46 대우건설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을 수행

47 에드벡트
해양구조물 및 석션앵커(Embedded suction anchor)의 

설계 및 시공, 항만관련 T/K 사업을 수행

48 한전 KPS
수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에 대한 정비, HVDC 해저 케이블 및 
변환설비 유지정비 기술 보유

49 현대건설
쿠웨이트 부비안 항만공사, 해상 터미널, 거금도 연교도,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국토 개발사업, 항만공사, 
교량공사 등 수행

50 (주)솔탑
선상관제체계, 위성 관제 시스템, 위성 영상 수신처리 시스템 

개발 및 UAV 지상체계 개발 

51 한국도키멕(주) 유압 펌프, 모터, 유니트 제품 및 유압기기 생산 전문업체

52 레보(주)
BMS, ESS,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및 리튬인산철 배터리팩 

전문기업

53 (주)레베산업
마이크로필터, 스트레이너 취급, 산업용필터, 

여과기장치 수입 및 제조업체

54 대한시스텍(주)
유압시스템 및 부품제조업, 자동공구교환기, 

전기전자 제어시스템 제조업체

55 (주)케이엔알시스템
다자유도 유압 매니퓰레이터 HYDRA 시리즈

(일반형 MP, 수중형 UW), 유압 액추에이터 생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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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수중로봇의 주요 모델 및 특징

모델 및 제작사 제원 및 특징

OKPO6000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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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UV(한국해양연구원/대양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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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래(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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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누비(한국해양연구원)

 제원: 2.6m(L)×1.2m(W)×1.34m(H), 1,117kg
 성능
 운용수심: 6,000m 
 특징/임무
 Depressor 분리형 ROV, 10kW 전원
 예인모드에서 SSS 사용

이심이(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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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로봇융합연구원(2014),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2-2] 국내 수중로봇의 주요 모델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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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해양 구조물 시장 관련 주요기업

기업(기관)명 해양 구조물 관련 주요 프로젝트 현황

㈜포스코대우

- 2000년부터 미얀마 가스전사업을 진행하여 탐사, 개발을 통해 2013년 6월 
생산을 시작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얀마 생산정 시추(A-1, A-3에)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 이를 위한 탐사 시추(미얀마 A-1)가 진행 예정 

- 이 외에 방글라데시 광구 개발 진행 예정

KT서브마린
- 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해저전력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해양심층수 파이프라인 설치 등의 사업 수행
- 다수 태평양 횡단케이블 건설공사 수주

한국석유공사
- 해저가스배관이전, 동해기설치배관(60km)의 외관검사, 해저 생산시설 외관 

검사, 동해 플랫트 폼 활용방안 강구 예정

LS전선

- 북유럽 해상풍력발전단지와 미국, 캐나다, 카타르 등에서 대규모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를 진행

- 제 2 제주~진도간 해저전력케이블 건설 사업 시공 및 완료
- 국내외 해저케이블 공사 적극 수주활동 전개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 국내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총괄(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 완도-제주 HVDC3 사업이 2019년부터 건설예정
- 다수 해상풍력 발주 예정

대림산업㈜
- 토목 및 플랜트와 관련한 수중/항만 공사실적 다수보유
- 이순신대교, 부산신항, 적금-영남연육교, 인천어유정항 등 공사실적

대우건설 - 인도 뭄바이 해상교량공사 수주계약 체결, 공사 진행예정(2018년~2023년)

GS건설 - 동해안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시행자 선정, 공사 진행 예정(2018년~2022년)

현대중공업 - 캐나다 스틸헤드 LNG社로부터 LNG  수출기지 건설 계약자 선정

현대건설 - 울산대교, 쿠웨이트 부비안 항만, 싱가포르 해저 유류기지 등 건설

포스코건설 - 광안대교, 월전항 등 건설

SK건설
- 동해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울산 Buoy 이설공사, 라오스 및 파키스탄 수력발전 

등 건설

LIG넥스원 - 항만 방위산업과 관련 사업 추진

국토관리청 - 교량, 연육교 건설 등 수중공사 발주

군산, 목포
해양수산청

- 항만시설 신축, 확장, 검사, 보수 등 수중공사 발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사업 완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사업 진행

[표 2-3] 국내 해양 구조물 시장 관련 주요기업 및 프로젝트 현황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28

(2) 국내 연구 인프라 수준

(가) 국내 수중로봇 연구기관

구분 연구기관 현황

학계(39개)

강원대학교, 거제대학,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금성전자공업고등학교,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인고등학교, 명지대
학교, 목포해양대,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
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충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
학교, 한밭대학교, 해군사관학교, 홍익대학교, KAIST

연구계(13개)
고등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원자력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
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
철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CT

[표 2-4] 국내 수중로봇 연구기관 현황

2. 국외 기술동향 및 수준

(1) 국외 주요관련 업체 및 산업 동향

(가) ROV의 제작 및 운용 대표기업

수중무인이동체 시장은 심해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독

점적으로 분할하고 있는 특성

전세계 시장의 25%는 심해석유개발 관련 엔지니어링업체인 Oceaneering사가 점유하

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업체인 Subsea 7사와 Fugro사가 각각 8%, 7%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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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IndustryARC(2015). UUV MARKET(2015-2020)

[그림 2-1] 세계 수중무인이동체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14년 기준)

① Oceaneering International

Oceaneering International은 ROV 제조 및 운용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으로, 2013년 304 의 ROV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산업용 ROV 수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드릴링 서포팅 시장 규모의 약 57% 정도의 매출을 점유하

고 있음.

작업용 ROV 뿐만 아니라 조사용 ROV, ROV용 부품을 자체 제조하여 외부에 판매

하지 않고 자체 조달하고 있으며, 매니퓰레이터는 Schilling Robotics사 제품을 구매하

여 사용하고 있음.

Oceaneering International은 2013년에 ROV 사업을 통해 1조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

였으며, ROV 유효 사용일수 비 실제 활용율은 85% 수준으로, ROV 보유수에 있

어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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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특허청(2014), 해양 구조물 건설 및 유지관리용 수중로봇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전략 보고서

[그림 2-2] Oceaneering International 기업 현황

② Fugro

Fugro는 산하 기관 Fugro Subsea Services Limited를 통해 유럽과 서 아프리카 지역에

서 글로벌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151 의 work-class ROV와 10 의 

AUV를 포함한 함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 오일과 가스 분야에서의 주요ROV 제

조자이자 ROV 서비스 제공

Fugro는78%의 수익을 오일과 가스 산업에서 내고 있지만, ROV 분야에서 직접적으

로 수익을 얻는 부분은 전체 수익에서 볼 때 매우 적음.

[그림 2-3] Furgro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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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ubsea7

100여 의 ROV를 보유하고 있으며, FMC(Schilling), FORUM, SMD 사의 ROV를 구

매하여 사용

※ 자료 : Company Website, Annual Reports, and SEC Filings 

[그림 2-4] Subsea7 기업 현황

④ FORUM

FORUM은 해양 건설 분야를 위해 ROV 제조사인 Perry™ 및 Sub-Atlantic™을 인수

하고, LARS 및 윈치(winches) 기업인 Dynacon을 인수하였음.

트렌칭 ROV, 중작업용 ROV 뿐만 아니라 조사용 ROV(전기식 ROV)를 제조 판매하

고 있어 현재 시장에서 요구되는 ROV 종류 부분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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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특허청(2014), 해양 구조물 건설 및 유지관리용 수중로봇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전략 보고서

[그림 2-5] Forum 기업 현황

⑤ Saab Seaeye

Saab는 전기식 ROV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중이던 Seaeye를 인수하여 ROV 시

장에 진입하였으며, Forum과 함께 전기식 ROV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Saab Seaeye는 2013년 600 의 전기식 ROV를 판매하였음.

※ 자료 : 특허청(2014), 해양 구조물 건설 및 유지관리용 수중로봇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전략 보고서

[그림 2-6] Saab Seaeye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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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TechnipFMC

FMC는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으로 2008년에는 매니퓰레

이터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ROV 제조 기업으로 부상하던 Schilling Robotics

를 인수하여 ROV 제조 시장에 진입.

Schilling사는 매니퓰레이터 시장의 지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ROV 운용사가 요구

하는 고장 시 신속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듈 기반 ROV 개발을 통해 시장 지

배력을 향상시켜 현재에는 작업용 ROV 시장에서 FORUM, SMD와 함께 시장을 주

도하고 있음.

Technip과 FMC Technologies 양 사의 합병(2016년)으로 공정 및 비용이 간소화되고 

사업범위가 확장

※ 자료 : 특허청(2014), 해양 구조물 건설 및 유지관리용 수중로봇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전략 보고서

[그림 2-7] FMC 기업 현황

⑦ SMD

SMD는 기업 설립 당시부터 케이블 매설 시장에 특화된 기업으로 2015년 중국 CSR

사(중국철도회사)에 인수, 심해 장비 사업부의 글로벌 본부 역할을 함. 동시에 SMD

의 중국 자회사가 중국 해양 시장에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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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특허청(2014), 해양 구조물 건설 및 유지관리용 수중로봇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전략 보고서

[그림 2-8] SMD 기업 현황

(나) 수중건설로봇 관련 해외 제품

수중건설로봇 유사 제품의 해외 제작의 경우, 부분 몇 백명 규모의 중견 기업임. 

해외 수중 케이블/파이프라인 매설장비 시장에서 표적인 제작업체인 중국의 SMD

와 Perry Slingsby Systems사는 모두 2010년 기준 300명 안팎의 종업원 수를 가진 중

견기업임.

영국의 Perry Slingsby Systems Limited(2007년에 미국 Forum Energy Technologies Inc.

에 합병)는 70년 부터 시작하여 중작업용 ROV, ROV trencher, Plough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중 작업 장비 주요 제작업체로 성장, 현재 국내의 KT서브마린(해저광통신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T800 ROV trencher도 Perry사의 제

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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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on XLR] [Triton XLS]

[Triton XLX]
[Tether Management System]

[그림 2-9] Perry Slingsby Systems 사의 Triton 계열의 중작업용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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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300] [XT600]

[XT750] [XT1200]

[그림 2-10] Perry Slingsby System 사의 XT계열 ROV Trencher

영국의 SMD사는 70년  Plough 설계/제작을 시작으로 2003년에 Hydrovision과 합병

하면서 Perry Slingsby Systems Limited와 함께 전 세계 ROV 기반의 수중 중작업 장

비 제조분야의 점유율을 양분하고 있음. 이후 2015년 중국 CSR사(중국철도회사)에 

인수됨. SMD의 다섯 개 주요 업무분야는 ROVs, Trenching, Mining, Renewable, 및 

Nuclear가 있음. 현재 국내의 KT서브마린(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Q1000 ROV trencher도 Perry사의 제품임.

[QUANTUM] [QUASAR] [ATOM]

[그림 2-11] SMD사의 중작업용 ROV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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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encher 600] [Q-Trencher 800]

[Q-Trencher 1400] [LBT1]

[RT-1] [UT-1]

[그림 2-12] SMD사의 ROV Trencher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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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MC사의 Schilling Robotics는 1980년  테일러 쉴링이 ROV에 장착이 가능한 

CTI 매니퓰레이터를 개발하면서 시작함. 뛰어난 성능과 ROV 시장의 팽창으로 인해 

회사는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1992년 GEC Alsthonm에 인수되어 성장을 거듭하였고, 

2008년에 FMC Technologies가 45%의 지분을 인수 합병함. 당시까지 Schilling 

Robotics는 2000 의 매니퓰레이터와 30여 의 ROV를 시장에 판매함.

 

[UHD ROV Work-Class 200hp] [HD ROV Work-Class 150hp]

[그림 2-13] Schilling(FMC)사의 중작업용 ROV 제품

영국 Saab SeaEye사는 해양 기름과 가스 산업을 위한 전기기반 ROV 제작을 주목적

으로 1986년에 설립됨. 현재 500  이상의 ROV를 생산하고 전 세계에 판매하였으

며, 다른 ROV 제작업체들의 개발 벤치마킹으로 많이 비교되고 있음.

[SeaEye Cougar-XT] [SeaEye Cougar-XTi]

[SeaEye Jaguar] [TMS와 ROV가 포함된 LARS]

[그림 2-14] SeeEye사의 탐사 및 작업용 ROV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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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LdTravOcean사는 35년 전통의 해양 케이블 매설 전문 업체로, 전력, 통신, 기

름, 가스 등을 운반하는 다양한 케이블의 매설 및 유지/보수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임. 현재 관련 업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다수의 Trencher와 관련 ROV를 개발

하여 보유.

[TM series] [ROVJET 400 series]

[ESV 12: vibrating ploughshare] [TJV 06]

[그림 2-15] LdTravOcean사의 중작업용 ROV 제품

프랑스의 Nexans사는 Infrastructure, industry, building과 LAN시장을 무 로 하는 회사

로, Ormen Lange 가스 해양층에 한 수요로 자체적으로 Spider Dredging System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Launch And Recovery System(LARS)를 위하여 Capjet Trenching 

System을 제작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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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 Dredging System] [Capjet Trenching System]

[그림 2-16] Nexans사의 중작업용 ROV

캐나다의 Cellula Robotics Ltd. 사에서는 2005년부터 수중 암반 커팅 로봇을 개발하

였으며, 수중 암반 광물탐사, 수중 시공 작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2-17] Cellula Robotics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작업용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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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시장현황

(1) 국내 시장현황

(가) 국내 수중건설로봇 자체 시장

국내 수중로봇 제조 시장은 초기단계에서 점차 시장이 증가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수중로봇과 관련된 통계 분류에서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 로봇’과 ‘농림 어업

용 로봇’의 최근 국내 시장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4년 비 2016년 연평균 각 

274%, 760% 성장률을 보임.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성장률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 로봇 3,940 52,549 29,624 274%

농림어업용 로봇 600 1,319 34,712 760%

[표 2-5] 수중건설로봇 관련 국내 시장-로봇 생산현황

(단위: 백만원)

※ 자료 : 2014, 2015, 2016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나) 국내 해양 구조물 관련 시장 현황

① 해상풍력발전

2017년 4.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 할 방침(‘신재생 

3020’)을 발표(2017년),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산업은 경제성을 갖는 육상풍력발전단

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민원의 증가에 따라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상

풍력 개발에 관심이 집중

2017년 기준 해상풍력 사업계획을 수립했거나 시행 중인 곳은 약 18개(3,337MW)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2011. 11)하여 

부안군 위도~영광군 안마도 사이에 60M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사업 

건설 공사를 2016년 5월 착공, 2017년 풍력발전기 2기 건설 완료, 기초공사 총 7기 

시공 완료, 2018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해 2019년 11월 풍력발전기 20기(60MW)를 

준공할 계획

2015년 착공하여 2016년 부분가동을 시작한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가 완공되었

고, 제주 정읍(’18~’20), 충남 안면도(’18~’21), 전남 신안군(’18~’22)에서도 각각 100 

MW, 100 MW, 400 MW 규모로 건설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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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개요

최근 경상북도는 2027년까지 경주 앞바다에 50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

지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

No. 지역 발전소명 사업자 용량(MW) 기상탑 진행현황

1 전북 서남해실증사업 한국해상풍력 60 해상 공사중

2 제주 한림해상풍력 한전, 대림산업, 한전기술 100 해상 인∙허가중

3 전남 전남해상풍력 포스코에너지 300 해상 본타당성평가추진중

4 전남 전남신안해상풍력 한화건설, 남동발전 400 해상 본타당성평가추진중

5 제주 대정해상풍력 남부발전 100 해상 예비타당성조사완료

(1) 전북 서남해시범사업 한국해상풍력 400 해상 예비타당성조사완료

6 울산 강동해상풍력 SK건설, 한국전력기술 99 육상 예비타당성조사중

7 전남 전남완도해상풍력 남동발전, 코오롱글로벌 200 육상 예비타당성조사중

8 부산 해기해상풍력 지윈드스카이 540 육상 예비타당성조사중

9 제주 제주동부해상풍력 평대·한동리 105 - 지구지정심의중

10 제주 월정해상풍력 월정·행원리 125 - 지구지정심의중

11 제주 표선세화해상풍력 표선·세화2리·하천리 135 - 지구지정심의중

12 인천 영흥해상풍력 남동발전 150 육상 -

13 충남 안면도해상풍력 서부발전 100 - -

14 전남 전남안마도해상풍력
전남개발공사, 한수원, 

풍력협회
200 - -

15 경남 삼천포해상풍력 남동발전 60 - -

16 부산 고리해상풍력 한국수력원자력 300 육상 정부정책과제('16 12)

17 경북 포항해상풍력 GS E&R 160 육상 -

18 전북 새만금해상풍력 새만금해상풍력 99.2 육상 예비타당성조사중

[표 2-6] 국내 해상풍력 유망 후보단지

※ 자료 : 해상풍력개발 현황과 미래 발표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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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저케이블

해저 케이블 시장은 해상풍력 수요를 통해 수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가 주요 수요 지역으로 부상할 전망

제주도내 전력의 36%인 40만㎾는 제주-해남을 잇는 제1해저 케이블(15만㎾), 제주-진

도를 잇는 제2해저 케이블(25만㎾)을 통해 전력을 공급되고 있으며, 제주~완도간 제3

해저 케이블 사업(설비 용량 150kV 200MW, 선로 길이 약 100km)이 3,500억원 내외 

규모로 2021년까지 구축 예정

[그림 2-19] 육지~제주 해저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 발주처 공사내용 요약 발주시기 

서남해 해상풍력_실증(내부망) 한국해상풍력 
약 60MW 3MW급 17기, 

내부망 약 17.4km 

2018년 전남 진도-하조도 한국전력 22.9kV 100mm2, 3km x 1 Line 

월정 해상풍력 제주에너지공사 약 125MW, 지구공모 및 지정 

행원 해상풍력 제주에너지공사 약 125MW, 지구공모 및 지정 

전남 흑산도-대둔도 한국전력 22.9kV 100mm2, 4km x 1 Line 

2019년 
HVDC#3(완도-제주) 한국전력 

150kV 200MW 90km 
(전력 2+통신 1회선) 

제주 한동 해상풍력 제주에너지공사 약 105MW, 지구공모 및 지정 

제주 평대 해상풍력 제주에너지공사 약 105MW, 지구공모 및 지정 

제주 표선 해상풍력 제주에너지공사 약 135MW, 지구공모 및 지정 

2020년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 한국해상풍력 

400MW, 내부망 설치, 
실증단지 계통연계 

신안 해상풍력 한화건설 
약 400MW, 내부망 60km, 

외부망 25km 

[표 2-7] 국내 해저 전력케이블 프로젝트 현황

※ 자료 : 수중로봇 시장 소개 발표자료, KT서브마린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44

③ 조류발전

국내 연안에는 약 6GW이상의 조류에너지가 부존돼 있는 것으로 추정, 특히 우리나

라의 서남해안은 조류에너지 여건이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부존량도 많

아 체에너지로서의 개발가치가 높음.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 횡간수도 등 다도해의 빠른 조류 자원 세계적인 조류발

전 최적지

2003년 국내 최초로 100kW급 수직형 조류발전장치를 개발해 울돌목에 설치, 2009년

에는 500kW급 수직형 조류발전장치를 개발해 같은 해역에서 시험운전에 성공하여 

현재 가동 중이며,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도 개발하고 있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류발전시스템과 부품의 성능시험/평가가 가능한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사업이 진행 중

[그림 2-20] 실해역 시험장 배치(안)

④ 파력발전

2003년부터 25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 해상에 파력발

전 시스템 설치를 추진해 2016년 7월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준공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파력발전장치의 성능평가, 설치·회수기술 검증, 운용기술 최

적화, 계통 안정성 시험 등이 가능한 5MW급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파력발전 실

해역 시험장 구축 사업이 진행 중



 2.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

45

[그림 2-21]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개념도

⑤ 해저 가스전

2004년 한국석유공사가 동해-1 가스전에서 생산을 개시하여 2018년 10월 생산 종료 

예정이며, 2016년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 우에서 동해-2 가스전에서 생산 개시하여 

2019년 6월까지 생산 종료 예정

산유국 지위 유지를 위해 석유 발견이 유망한 8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에 한 탐

사권을 재설정해 추가 탐사를 추진하는 등 국내 륙붕 개발을 강화할 계획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그림 2-22] 동해가스전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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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CCS(Carbon Capture & Storage)

국내는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2010~2019년까지 2조 3,000억원 규모 투자

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 국내 시장은 최소 연간 2,300억원 추정 가능

CCS 원천기술개발을 목표로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

여 Korea CCS2020 사업 운영을 통해 CCS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

[그림 2-23] Oil & Gas 해양플랜트 활용 Co2 저장방식 개념도

    ※ 자료 :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

[그림 2-24] Korea CCS2020 사업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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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수온도차발전

해수온도차 발전은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 강원도 고성군에 200kW

급 고온도차발전 플랜트를 제작하여, ’16년~’17년동안 1MW급 해수온도차 발전 설비

를 제작 후 적도로 운반하여 운전 실증(’17~’18)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예정임. 

2016년 2월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상세설계가 프랑스 선급(BV: Bureau Veritas)의 

실용인증(AIP)을 획득, 국내의 온도차 발전이 세계적인 수준을 향하고 있음.

[그림 2-25] 프랑스 실용인증을 받은 실증용 1MW급 해수온도차발전소 개념도

⑧ 항만 건설시장

해양수산부 발간 2016년 항만업무편람에 의하면 2016년 현재 항만개발 투자비는 

15,257억원임.

항만건설 투자비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9년 19,770억원으로 정점

을 찍은 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2015년부터 약간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항만 개발비, 항만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의 소폭 증가에 따른 것임.

항만 유지관리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유지관리 비용이 1,749억원에 달하

였으며, 항만노후화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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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차세  항만건설기술 개발사업 기획연구 최종 보고서

[그림 2-26] 국내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투자 현황

(2) 국외 시장현황

(가) ROV 시장의 증가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수중로봇(UUV) 

시장은 2017년 26억 9,000만 달러에서 2022년 51억 9,000만 달러로 연평균 14.07%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 중 ROV 시장은 2017년 17억 7,000만 달러에서 2022년 24억 

9,000만 달러로 연평균 7.07% 성장할 것으로 전망

시장의 성장은 심해 석유·가스 탐사 증가와 국방 분야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Secondary Research,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그림 2-27] 세계 UUV 시장 전망, 2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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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ROV 시장은 북미와 유럽이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연평균 성장성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

아시아 태평양의 ROV 시장은 중국이 연평균 9.28%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

측되며, Work Class ROV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 Secondary Research,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그림 2-28] 지역별 ROV 시장 성장률, 2017-2022

아시아 태평양의 ROV 시장은 중국이 연평균 9.28%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

측되며, Work Class ROV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 Secondary Research,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그림 2-29]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ROV 시장 규모, 2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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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기관 visiongain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ROV 제조 시장은 2016년에 

1억 1,190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2억 1,490만 달러로 성장하다가 2020년에는 다시 

1억 5,630만 달러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후 다시 성장하다가 2025년에는 2억 

2,850만 달러를 달성하여 2020년부터 2025년에는 연 평균 7.9% 성장할 것으로 예측

[그림 2-30] ROV 신규 제조 시장 규모

① 수요 영역별 ROV 시장 규모 전망

ROV를 사용하는 주요 4가지 시장 중에서 상업탐사 분야(해저 탐사, 해저 맵핑, 해양 

시추 및 파이프라인 검사 등)와 국방 분야의 시장 성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됨.

       ※ 자료 : Secondary Research,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그림 2-31] 수요 영역별 ROV 시장 규모(1), 2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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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Secondary Research,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그림 2-32] 수요 영역별 ROV 시장 규모(2), 2015-2022

② ROV 유형별 규모 전망

ROV 유형별로는 Work Class ROV가 시장을 선도하겠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15kg 이

하이면서 1,500m까지 작업이 가능한 소형 ROV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자료 : Secondary Research,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그림 2-33] ROV 유형별 시장 규모(1), 2017-2022

※ 자료 : Secondary Research,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그림 2-34] ROV 유형별 시장 규모(2), 2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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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 페이로드 중 카메라가 24.63%를 차지하며 연평균 7.73%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자료 : Secondary Research, Expert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그림 2-35] ROV 부품별 시장 규모, 2017-2022

(나) 해양 장비 시장

① 수중모니터링 시스템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계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수

중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은 2017~202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6.43%에 달할 전망

시장규모는 2016년 6.8억 달러(약 7,300억 원)에서 2025년 18.8억 달러(2조 300억 원)

로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16년 기준으로 수중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에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중 원격 감시 

제어시스템(SCADA)의 수요가 3분의 2를 차지

지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수요를 주도하고 있지만 북미와 

유럽 또한 수요 흐름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음.

② 해양 조사‧탐사장비 시장

Markets and Markets사에 따르면, 세계 해양조사장비 시장의 규모가 2017년 21억 

1,000만 달러에서 2022년 27억 4,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해양조사 장비는 센서 시스템, 포지셔닝 시스템, 해저 센서, 무인로봇,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

장비별로는 무인로봇이, 수심별로는 천해(shallow water)가, 산업별로는 석유･가스 부

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이 해저 연구 활동과 석유･가스 탐사에 힘입어 가장 큰 시

장을 형성할 전망, 연평균 성장률은 아태지역이 가장 클 것으로 예견

Transparency Market Research(TMR)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해양 탐사장비(Marine 

Seismic Equipment) 시장은 고도의 통합된 경쟁 구도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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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전체 시장의 90% 정도가 CGG, PGS, TGS, Polarcus DMCC, Fugro N.V. 

및 SeaBird Exploration PLC와 같은 상위 6개사에 인수

해양탐사 장비의 최종 소비자인 석유업계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가까운 미래에 시

장 경쟁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

TMR사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 해양탐사 장비 시장은 2015년에 3억6,000만 달러(약 

4,076억 원)를 기록했으며, 2016~2024년 동안 4.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2024년

에는 5억 3,0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동 기간 해양 탐사장비의 인수 규모는 2015년 35억 달러(약 3조 9,617억 원)에서 

2024년 56억 달러(약 6조 3,386억 원)로 성장할 전망이며, 3D 조사가 해양 탐사장비 

인수 시장의 핵심이 될 전망

(다) 해양 구조물 국외시장 현황

① 해상풍력

Douglas-Westwood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해상풍력시장 

시장규모가 총 4,700억 유로(약 62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자본지출(Capex) 규모는 4,020억 유로(약535.2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누적설치용량

은 2017년 16.4GW에서 2026년 94.0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영국, 중국, 독일이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며, 이들 3개국의 자본지출 규모가 전 세계

의 54%인 2,170억 유로(약 288.9조 원)에 달할 전망, 운영지출(Opex)은 680억 유로

(약90.5조 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3개국이 7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

Global Wind Report에서는 전 세계 해상풍력 설비가 2016년 14.4GW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자료 : Douglas-Westwood, World Offshore Wind Market Forecast 2017-2026

[그림 2-36] 세계 해상풍력 자본지출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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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Global Wind Report 2016, GWEC

[그림 2-37] 2016년 전 세계 해상풍력 설치 용량

② 해저 전력케이블

전 세계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은 2016년까지 44억 5,10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1년까지 57억 1,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연평균 5.12%의 성장률이 전망되어 꾸

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자료 : TECHNAVIO, GLOBAL SUBMARINE POWER CABLE MARKET, 2017-2021

[그림 2-38]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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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발주처 공사내용 요약 발주시기 

대만 Peng Hu PLIB #3 NTT WEM 161kV Power Cable Trenching 약 60km 2018년 

Sole Trenching Subsea 7 호주 Sole Gas Field Umbilical 매설 
2019년 

대만 TGC Fuhai OWF Phase Ⅱ CIP/TGC 112MW, 내부망 24km, 외부망 48km 

대만 TGC Fuhai OWF Phase Ⅲ CIP/TGC 112MW, 내부망 24km, 외부망 48km 

2020년 
대만 Yushan Hai Long Phase Ⅱ Yushan/NPI 612~696MW (87~102기) 

대만 Swancor OWF – Phase Ⅲ 
DONG/ 

SWANCOR 
120MW, 내부망 약 30km, 

외부망 약 15km 

대만 Taoyuan OWF– Phase Ⅰ WPD/Infra-vest 150MW, 단지 개발 계획 수립 중 

[표 2-8] 해저 전력케이블 프로젝트 현황

※ 자료 : 수중로봇 시장 소개, KT서브마린

③ 해저 통신케이블

해저 통신케이블 시장은 부분 국제 프로젝트로 케이블 제조사 주도의 제한적 경

쟁이 이루어짐.

프로젝트 공사내용 공사수행 

IGG – M/L 인도네시아 지역 해저 케이블 건설 2018년 

PNG 파푸아뉴기니 지역 해저 케이블 건설 2018년 

SJC2 싱가폴-한국/일본 (Fishbone) 해저 케이블 건설 2019년 

APNG-3 파푸아뉴기니 – 호주 해저케이블 건설 (3,400km) 2019년 

한-코스타리카 파푸아뉴기니 – 호주 해저케이블 건설 (3,400km) 2019년 

FOA Chile 칠레 환형망 해저 케이블 건설 3,000km 2019년 

SISCC 솔로몬-인도네시아 지역 해저케이블 설치 (3,000km) 2020년 

CDSCN 필리핀-바탕가스 지역 건설 450km(기존 1,800km 조정) 2019년 

NCP - PLIB 미국-일본-대만-한국-중국 간 해저케이블 건설 2018년 

PLCN 홍콩-대만-괌-하와이-미국 해저 케이블 건설 2019년 

ASC PLIB 인도네시아 – 호주 해역 해저케이블 매설작업 2018년 

INDOGO PLIB 인도네시아 – 호주 해역 해저케이블 매설작업 2018년 

HKG 홍콩-필리핀/ 대만-괌 해저 케이블 건설 2019년 

HK-Philippines 홍콩-필리핀 간 해저 케이블 건설 1,200km 2019년 

HK-Thailand 홍콩-캄보디아-태국 해저 케이블 건설 1,900km 2020년 

METISS 남아공-마다가스카르 지역 건설 3,000km 2019년 

[표 2-9] 해저 통신케이블 프로젝트 현황

※ 자료 : 수중로봇 시장 소개, KT서브마린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56

④ 해저 파이프라인

2006~2010년 동안 설치 된 해저 파이프라인은 총38,108km

아시아가 8,948km로 23.5% 차지, 북미와 유럽이 각각 17.7%, 16.0% 차지 

세계 해저 파이프라인은 2011~2015년 동안 직전 5년 비 58.9% 증가한 60,553km 

설치 전망

※ 자료 : KMI, 동남아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진출 타당성 연구, 2015 

[그림 2-39] 해저파이프라인 시장

⑤ 해양플랜트

에너지시장 조사기관 더글라스 웨스트우드(Douglas-Westwood)사의 전망에 따르면, 해

양플랜트 운영 및 유지보수 시장은 2020년에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확 될 전망이

며 연평균 성장률은 3.6%로 예측

해저자원 생산 및 이송 설비의 최근 투자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14년 생산설비투자

가 가장 높았으며 ’17년까지 지속 감소 후 다소 반등할 것으로 예상

생산된 석유의 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투자비는 ’18년 이후 반등하여 최 치의 투

자가 이루어진 ’15년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

※ 자료 : Douglas-Westwood(2016). World Deepwater Market Forecast

[그림 2-40] 해저자원 생산 및 이송 설비의 투자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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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해체시장은 북해의 경우, 영국에서만 2023년까지 140기의 해양 설비들이 

해체되어야 하고, 이 분야의 가장 많은 실적 보유사중 하나인 Shell사는 Brent Delta 

플랫폼 해체 사례를 근거로 유정 당 해체비용이 270만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정, 이

를 토 로 영국의 향후 30년간 해체시장 규모를 350억 파운드로 평가

Douglas-Westwood 사에서도 영국에서 향후 30년간 Platform 260개, Steel 2,400만 톤, 

Well 5,000개 등이 해체될 것으로 예측하며 2017~2019년 동안에는 시장규모가 연간 

25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

  ※ 자료 : Douglas-Westwood, 2015 

[그림 2-41]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미국 내무부(DOI)령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Platform 150개, Well 1,200개, 

Structure 130개 등을 철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체시장 규모가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동남아 지역의 해체 실적은 설치 물량의 5퍼센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35,000개의 유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2,600기의 아시아 태평양 해양 설비의 

해체에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⑥ 조류 및 파력에너지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사는 ‘파력 및 조력에너지 시장 

2016-2024’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파력 및 조류 에너지의 시장규모가 2014년 4억 

9,700만 달러에서 2024년 113억 4,500만 달러로 연평균 23.2%씩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전 세계 전기 수요의 증가가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에너지원의 고갈과 환

경오염을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화석 연료의 안으로 파력, 조력 및 조력에너지 

등의 해양신재생에너지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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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파력 및 조류에너지 회사가 있으며, 이들 부분 회

사들은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규모 개발은 주로 유

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

⑦ 탄소포집 및 저장

Stratistics MRC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장은 201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22년 42억 5,000만 달러로 연평균 10.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신기술 Co2-EOR(Enhanced Oil Recovery)에 한 수요 증가와 글로벌 환경 문제 증가

가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반면, 막 한 초기 비용과 엄격한 규제가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꽂음.

최종 사용자별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한 신흥 국가의 관심 증가로 인해 전

력, 석유 및 가스 부문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역별로는 북아메리카가 지역 유전의 증가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임.

4.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1) 국내 경쟁기관 현황

(가) 국내 수중건설로봇 제작 및 판매 관련 대표기업

국내 수중건설로봇 관련 기업 중 시작품 보유 및 운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수요 

기업은 15개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개발 장비의 경우 현재로선 형 건설사보다는 전문업체 위주로 보유 계획이며, 

형 건설사는 건설수주에 있어 전문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

상됨. 따라서, 현재 해상공사나 수중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수중건설

로봇 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또는 개발 장비 보유/운용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 되고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심해저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 중임. 전체 4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4세부과제는 해양플랜트 구조물 설치 기술을 다룰 

예정이며, 향후 국내 기관들의 해양플랜트 구조물 설치 시장에 참여하게 될 때, 수

중건설로봇의 제작 및 운용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위 과제의 4세부과제 설치분야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상당수가 수중건설

로봇을 운용할 잠재 기관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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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업명 주요분야

1 삼성중공업

수중건설로봇 및 장비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장비 활용 및 운용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포스텍 해양대학원과 수중작업용 로봇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향후 수중로봇 제작 사업 확대 계획 발표, 수중로봇 인재채용 
실시('11)

2 대양전기공업

수중건설로봇 제작 및 판매 가능, 대양전기공업(주)은 1998년 민군과제 형
식으로 해양연구원과 함께 SAUV 개발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해미래를, 
2011년에는 MDV를 등 다양한 수중로봇을 개발하였고, 또한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2010년부터는 산업원천과제 형식으로 연근해안 모니터링을 위한 
수중로봇과제를 주관기관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음.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다
양한 소형 ROV 개발 및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3 퍼스텍
수중건설로봇 제작 및 판매 가능, 해미래 사업 때 수중분야 높은 관심 보
임. 최근 해양연과 2건의 수중 장비 제작 수행 중 (13억원 규모), 방산업체
로 기술 개발 경험이 풍부하며, 수중분야 사업영역 확장 하고자 함

4 캐이앤알시스템
시험기 및 로봇 전문 기업으로 유압시스템을 이용한 대형 시험기 및 유압
식 다족형 견마로봇을 생산, 개발, 현재 유압 시스템을 활용한 수중 로봇 
개발을 검토 중

5 삼성탈레스
지상 무기 체계 중심의 안정된 첨단 기술력을 수중 무기체계로 확장하고 
있음. 수중의 다양한 기술의 확보 측면에서 수중 상용 기술의 요구되는 수
중 건설 로봇 개발에 참여 의사를 표시함

6 기타

자산 규모나 종업원 수에서는 크지 않지만, 실제 수중건설로봇과 관련한 실
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있음. 특히 두배시스템이나 FM전기
유압의 경우에는 현재 국토해양부 수중건설로봇 관련 R&D 사업을 수행하
고 있으며, 레드원테크놀리지의 경우, 최근 수중 로봇 분야의 사업을 시작
하면서 단기간에 수중로봇 핵심기술 상용화를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수중 
건설로봇의 핵심기술 및 주요 시스템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0] 국내 수중건설로봇 제작 및 판매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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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수중건설로봇 활용 및 운용 관련 대표기업

연번 기업명 주요분야

1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및 해양플랜트 제작에 대한 주요 기업이나, 국내외 해저 파이프
라인 및 해양플랜트 관련 공사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주로 설치 및 
수중작업의 경우, 전문기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장비
를 보유 및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삼성중공업
수중건설로봇 및 장비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장비 활용 및 운용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동아지질
국내 대표적인 해상공사 및 지반조사 전문 기업으로, 연 매출 2,500억원에 
달하며, 다양한 종류의 해상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4 KT서브마린
해저케이블이나 매설관 시공과 관련한 전문업체(자본금 219억원 규모)이
며, 해상작업용 전용 선박 및 ROV를 현재 보유하고 있음. 해저케이블 이
외에도 해양플랜트 관련 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5 삼보 E&C

자본금 110억원, 2011년 매출 4,900억원 정도로, 육상공사 이외에도 수중
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해상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상작업선과 
대구경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역순환굴착) 장비 등 다양한 해상공
사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6 초석건설산업
자산규모 970억원의 중견기업으로, 항만구조물 이외에도 최근들어 해상풍
력과 같은 다양한 해상구조물에 대한 건설 실적이 있으며, 다양한 해상장
비를 보유하고 있음

7 기타

이 외에도 희송지오텍이나 에드벡트와 같은 기업의 경우, 기업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해상공사에 대한 수주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로
서 향후 다양한 해상공사에 대한 참여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관련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또한, 흥우산업이나 초석건설, 대
양산업개발 등도 해상공사 전문업체로서 추후 수중작업 및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바 건설로봇에 대한 사업 참여가 예상됨

[표 2-11] 국내 수중건설로봇 활용 및 운용 관련 기업

(2) 국외 경쟁기관 현황

(가) 수중건설로봇의 국외 운용 및 활용 관련 업체

ROV 보유 주요국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 이태리, 프랑스 등이며, Oceaneering, 

Fugro, Subsea7/Acergy, Sonsub Saipem 등의 기업이 상당 수준 보유 중. Oceaneering사 

보유 비중이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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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국가 수량 MFG 모델명

Allseas 스위스 7 Schilling UHD

Aquanos 노르웨이
na Sub Atlantic -

na Perry Slingsby Triton XLX

Boutbon & DNT 
Offshore

프랑스

3 Sub Atlantic Falcon

4 Saab Seaeye Cougar

4 Schilling UHD

CTC Marine 영국 5 Deep Ocean

Deep Marine 
Technology

미국 na Perry Slingsby Triton XLX

Deep Ocean 노르웨이 na Hitec Subsea Hirov 3000

DOF Subsea 노르웨이 25

Perry Slingsby Triton XLX

Hugin 3000 Kongsburg

Sub Atlantic

Saab Seaeye

Schilling

Global marine 영국 13 ROVs

Oceaneering 미국
Largest fleet of ROVs in the world & manufactured 

in-house 267대

Technip 프랑스 na

Hallin Marine 싱가포르 na

Saab Seaeyes

Panther

Falcon

Lynx

SMD Quantum

Quasar

Intergrated Subsea 영국 28

Comanche

Sub Atlantic Super Mohawk

Perry Slingsby Triton XLX

Submec

Sonsub Saipem 이태리
60 In-house made

23 Innovator

Subsea7/Acergy 영국

70 In-house made

na

Centurion

Hercules

Pioneer

Warrior

[표 2-12] 기업별 ROV 보유 대수(‘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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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ROV를 운용하고 있는 대표기업 사례

해당 시장의 표 기업인 Oceaneering International, Inc.의 ROV 임  수익은 세계 시

장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함.

Oceaneering International, Inc는 ROV를 자체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세계 

Work-class ROV Operator Fleet의 35%를 보유하고 있음.

[그림 2-42] 주요 WROV 운영 기업 내 운용팀 보유수 비교

5.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국내 특허 현황

한국의 경우, 2000년  초반부터 출원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2011년도부터 급격

히 증가함.

1990년  중반부터 국내 수중로봇 분야의 R&D 투자 및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였

고, 최근 해양에너지원 개발에 한 관심 증가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기술 진

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각 국가들의 특허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세계적으로 약 24%의 특

허 등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출원 미공개 특허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특허출원 건수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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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국내 특허 출원 빈도

(2) 국외 특허 현황

(가) 일본

일본의 경우,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뤄졌음을 

특허출원 건수에서 확인이 가능함.

하지만, 2000년 에 들어서면서 특허건수가 줄어들었고, 최근 해양에너지 개발 등의 

이유로 다시 특허건수가 늘기 시작하였음.

출원 미공개 특허가 공개되면 2015년도 이후의 특허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44] 일본의 특허출원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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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중국의 경우, 2010년  초반부터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진행됨.

특히, 중국의 국영기업이 영국의 표 ROV제조사인 SMD를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기술이 진보할 것으로 보임.

[그림 2-45] 중국의 특허출원 빈도

(다) 유럽

유럽의 경우, 1980년 부터 꾸준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

유럽은 이미 기술 성숙단계로 진입했음을 예측할 수 있음.

[그림 2-46] 유럽의 특허출원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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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미국의 경우, 1970년 부터 꾸준히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꾸준히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

미국은 이미 기술 성숙단계로 진입했음을 예측할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그림 2-47] 미국의 특허출원 빈도

(3) 국내 수중건설로봇 기술 분야의 특허 동향

번
호

특허번호 출원/ 
등록/ 
공개 
일자

출원인
권리 
상태

유사도 
점수
(1-10)

내용 요약
발명의 명칭

1

KR 2019800005504

1980- 
08-26

박민영, 
박광진, 
박교수, 
김상길

출원 2점

경운기에 장착할 수 있게 된 고정체에 워엄과 웜
기어의 핸들에 의하여 임의 각도로 조절할 수 있
는 지지대를 장설하고 지지대의 상하 양단간에는 
체인기어를 축설하여 다수의 크고 작은 긁개가 돌
설된 엔드레쓰 체인을 권설하는 것

농업용 트렌처

2

KR 2002275690000

2001- 
04-04

오기성 등록 2점

차체프레임의 상부로 설치된 동력발생부와 벨트 
및 체인으로 연동되는 차축으로 바퀴를 설치하고 
상기 차체프레임의 후방에는 변속레버가 설치된 
전후진 변속부를 형성하며 상기 바퀴를 제동하는 
제동부와 연결된 제동레버와 상기 동력발생부와 
연결된 액츄레이터 레버가 설치되는 것

다목적 트렌칭 
작업기  

[표 2-13] 국내 수중건설로봇 특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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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허번호 출원/ 
등록/ 
공개 
일자

출원인
권리 
상태

유사도 
점수
(1-10)

내용 요약
발명의 명칭

3

KR 1005500560000

2006-
02-01

김인식 등록 5점

지하의 준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하의 땅속
에서 이동함에 따라서 동력호스 및 배출호스가 감
기거나 풀리는 호스롤을 설치하고 준설 로보트의 
전면에 부착된 오거스크류가 지하의 땅을 파헤치
면 오거스크류에 의해 토사 와류를 형성하고 수중
모터의 회전력이 수중흡입펌프를 가동시켜 발생하
는 진공에 의해 토사 와류가 오거스크류의 후면에 
장착되어 있는 흡입구에 흡입되는 것

수중 로보트 
준설기

4

KR 1020130084770

2013-
07-26

김창호 출원 3점

다목적 수중 청소로봇은, 로봇의 몸체와; 상기 몸
체를 이동시키는 주행부와; 상기 주행부를 구동시
키는 제1 모터와; 상기 몸체의 전방에 장착되어 
상기 퇴적물을 흡입하는 흡입호퍼와; 상기 흡입호
퍼와 연통되게 연결되어 흡입된 퇴적물을 외부로 
송출하는 토출배관과; 상기 흡입호퍼 내부에 설치
되어 상기 퇴적물을 분쇄하는 분쇄스크류를 포함
하는 것

다목적 수중 
청소 로봇 

(Multi-using 
Underwater 

Cleaning Robot)

5

KR 1020070119488

2007-
11-22

(주)
코스코, 
장순욱

출원 5점

해상 또는 수상에 위치한 모선에서 공급되는 유압
을 이용하여 자체 구동력을 구비하며 본체 앞단에 
부착된 흡입호퍼내부에 특수강으로 제작된 회전로
터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수압으로 다져진 수중 슬
러지 및 패각 등을 파쇄하여 슬러지 및 침전물을 
유압펌프로 흡입하여 모선으로 송출하는 원격제어 
수중준설로봇에 관한 것

원격제어 
수중준설로봇

(Remote Control 
Underwater 

Dredging Robot)

6

KR 1020080059994

2008-
06-25

(주)
코스코, 
전남

대학교
산학

협력단

출원 4점

해상 또는 수상에 위치한 유압으로 구동되는 무한
궤도에 의하여 자체구동력을 가지며, 준설장치 전
면에는 수중 침전물 및 슬러지를 흡입하는 흡입호
퍼가 부착 설치되고, 흡입호퍼 내부에는 임펠러 
및 흡입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침전물 및 슬러지
를 분쇄할 수 있는 회전로터가 부착 설치되는 것

원격제어 하저면 
준설장치

7

KR 1008873690000

2009-
02-27

(주)
코스코, 
장순욱

등록 5점

바다 및 내수면의 하부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
의 퇴적물을 흡입하는 흡입호퍼와 퇴적물 흡입시 
흡입호퍼 외부로 비산되는 부유물을 흡입하는 보
조흡입구를 구비하고, 흡입호퍼의 흡입효율을 높
이기 위하여 흡입호퍼의 좌·우측에 설치된 상하 
개폐형 유압구동 셔터를 구비하고, 흡입호퍼의 기
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수중용 유압실린더를 구비
하는 것

회전로타를 
이용한 친환경 
퇴적물흡입장치

8

KR 1010758840000

2011-
10-17

정경원 등록 7점

물 위에 떠있는 바지선으로 부터 유압과 고압공기
를 공급받는 수중굴착기를 해저 면에 설치하고, 
상기 수중굴착기의 아암의 끝단에 비트결합구를 
결합하되 상기 비트결합구에는 초경팁을 구비하는 
원형의 굴착비트가 적어도 1개 이상 설치되어 유
압모터에 의해 회전가능도록 하는 것

해저 케이블 
포설장치 

(Submarine cable 
lay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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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R 1009227770000

2009-
10-14

최학현 등록 5점

수중로보트준설기를 이용한 차집관거 준설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수중카메라와 수
중 라이트를 부유시키는 부유용 부력기에 의하여 
수중로보트준설기의 상부에 탑재되어 있으며 수중
카메라 연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방수중카메
라, 후방수중카메라 및 바닥방향 수중 카메라 중
에서 선택되는 것

수중 로보트 
준설기를 이용한 

차집관거 
준설공법

10

KR 1006512030000

2006-
11-22

한국
해양

연구원
등록 2점

잠수정 내부의 최소한의 공간만을 차지하면서도 
2100미터 이상의 심해에서 높은 해수압을 이기고 
잠수정에 필요한 부력을 정밀하고 신속하게 확보
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부력을 변
화시켜 잠수정의 추진력을 만들어 내는 것

심해무인잠수정의 
부력 및 자세 

조절장치 및 그 
시스템

11

KR 1007250310000

2007-
05-29

한국
해양

연구원
등록 5점

수중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전원, 전기 및 통신시
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모선 또는 지상시스템은, 
고압의 전원을 공급하는 수상전원부와, 수중시스
템과 통신을 처리하는 수상통신부와, 통신에 의하
여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람의 명령을 전
송하는 수상관리부를 포함하는 것

수중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전원, 

전기 및 
통신시스템

12

KR 1020110044315

2011-
05-12

코리아
그린

에너지 
㈜

출원 5점

수심이 얕은 근해의 해저부에 케이블을 매설하기 
전 해저면을 터파기하기 위한 해저부 터파기 장비
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바지선과 같은 
선박의 선상(船上)에 고정ㆍ설치된 베이스 고정부 
및 제어장치와, 상기 베이스 고정부와 접속ㆍ체결
된 튜브형 붐(tubular type boom)의 선단에 연결
되는 것

유압식 롤러 
커터를 갖는 

해저부 터파기 
장비

13

KR 1020100046750

2010-.
07-06

한국
전력
공사

등록 6점

해저구간에 포설된 해저 케이블에 대하여 고저항 
지락고장 발생시에 효과적으로 고장점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판별 방법에 관한 
것으로, 해저케이블의 고저항 지락 고장시에 발생
되는 방전 노이즈를 검출, 분석하여 고장점을 탐
지하는 고장점 탐지 장치 및 상기 고장점 탐지 장
치를 취부하는 것

해저 케이블의 
고장점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판별 방법

14

KR 1002998570000

2001-
06-12

김광식 등록 5점

모델 생성 방법은, 해도상의 일정 영역을 격자 구
조로 분할하고, 상기 각 격자로부터 노드들을 추
출하는 제1단계; 전자항해해도(ENC), 각종 수심측
정 센서들, 종이 해도로부터 얻은 자료 데이터(raw 
data)를 상기 격자들 및 노드들에 할당하는 제2단
계 및 총 제5단계를 포함함

3차원 
전자항해해도를 
위한 모델 생성 
방법 및 3차원 
모델을 이용한 

전자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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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R 100594349000

2006-
06-21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등록 5점

3축 자기장 측정에 의해 해저에 매설되어 있는 직
류송전선 및 주철관의 연속적인 경로탐지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은 3축 자기장 측
정센서를 이용하여, 해저에 매설되어 있는 송전선 
및 그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 주철관에 
의해서 생성된 자기장 성분을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를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것

３축 자기장 
측정에 의해 해저에 

매설되어 있는 
직류송전선 및 

주철관의 연속적인 
경로 탐지장치 및 

그 방법

16

KR 1011280320000

2012-
03-12

한국
해양

대학교 
산학

협력단

등록 4점

수중에서 구조물이나 생태계의 조사 및 측정이 가
능한 2자유도 카메라를 장착한 3자유도의 수중 작
업 로봇 및; 수중 작업 로봇과 테더 케이블로 연
결되어 있어 수중 작업 로봇을 이송하는 한편 수
중 작업 로봇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
며, 수중 작업 로봇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테
더 케이블의 길이를 제어하는 것

다자유도 무인 
수상 로봇 기반의 
수중 작업 로봇

17

KR 2001993240000

2000-
07-31

(주) 
동아
지질

소멸 4점

바지선의 굴착기에 지지된 주 리이더와 수중지반
에 인접되어 굴착 롯드를 안내하는 수중용 앤드 
리이더의 결합부가 힌지되게 연결핀으로 연결하여 
해수면의 높이에 따라 유압으로 힌지된 앤드 리이
더를 자동으로 접을 수 있는 자동접이 앤드 리이
더가 장착된 수중지반 굴착장치가 제공되는 것

자동접이 앤드 
리이더가 장착된 

수중지반 
굴착장치

18

KR 1007239520000

2007-
05-25

(주)효광
건설
초석
건설
산업
(주)
초석
종합

개발(주)

등록 3점

케이싱 파이프 내부에 공급되는 보강 부재의 높이
에 따라서 발생하는 압력 변위량 및 수위 변위량
을 실시간으로 자동 계측하여 항상 일정량의 보강 
부재를 케이싱 파이프의 내부에 투입하는 것

사면높이 실시간 
자동계측방법 및 

그의 장치

19

KR 2004505580000

2010-
10-06

(주)중원
엔지니
어링

등록 4점
수질측정센서가 수중바닥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수중바닥 감지장치에 관
한 것

수중바닥 
감지장치

(Sensing device 
for underwater 
bottom of the 

river)

20

KR 0164888

1998-
09-15

신현옥 등록 4점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나 잠수정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동적 위치측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일정간격의  펄스신호를 송신하는 핑
거로부터 도달하는 펄스신호의 수신시간차를 이용
하여 위치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동적위치 측
정 장치를 제공하는 것

동적 위치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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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R 1059524

2011-
08-19

(주)대지
이엔지

등록 4점

해저지형변경 기준지표물의 지피에스 정보를 기반
으로 한 해저면의 지형정보 관측시스템에 관한 것
으로, 탐사선박과, 와이어를  매개로 탐사선박에 
연결되어 수중을 이동하는 수중탐지선과, 수중탐
지선로부터의 해저정보를 수신하여 기존 해저정보
를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서버를 포함하는 해저면
의 지형정보 관측시스템에 관한 것

해저지형 변경 
기준 지표물의 

지피에스 정보를 
기반으로 한 

해저면의 
지형정보 관측 

시스템 

22

KR 2007-0119488

2007-
11-22

주식
회사  

코스코 
장순욱

출원 5점

해상 또는 수상에 위치한 모선에서 공급되는 유압
을 이용하여 자체 구동력을 구비하며 본체 앞단에 
부착된 흡입호퍼내부에 특수강으로 제작된 회전로
터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수압으로 다져진 수중 슬
러지 및 패각 등을 파쇄하여 슬러지 및 침전물을 
유압펌프로 흡입하여 모선으로 송출하는 원격제어 
수중준설로봇에 관한 것

원격제어 
수중준설로봇 

(Remote Control 
Underwater 

Dredging Robot)

23

KR 2008-0059994

2008-
06-25

주식
회사  

코스코 
전남

대학교
산학

협력단

출원 5점

해상 또는 수상에 위치한 모선에서 공급되는 유압
을 이용하여 수중 슬러지 및 패각 등을 회전로터
로 파쇄하여 슬러지 및 침전물을 유압트래쉬펌프
로  흡입하여 모선으로 송출하는 원격제어 하저면 
준설장치에 관한 것

원격제어 하저면 
준설 장치 

(Remote Control 
Underwater 
Dredging 
Apparatus)

24

KR 2005-0022853

2005-
08-08

(주) 
아이
티엠  
코퍼

레이션 
건축사
사무소

출원 4점

본 고안은 도로, 교량, 항만 및 댐 등의 토목관련 
공사, 건축물시공을 위한 지반공사 시 지반 장비
로 굴착깊이측정과 굴착시작업자가 굴착 깊이를 
직접 확인하면서 굴착이 가능한 깊이 계측장치를 
얻기 위한 것 인바,; 오가머신과 연동축상에 연결
된 헤머로드와 헤머드릴과 리더를 포함한 지반굴
착장비를 포함하는 것

지반굴착장비용  
굴착깊이계측 

장치

25

KR 1008115400000

2008-
03-03

대우 
조선 
해양 
(주) 
대우
조선
해양

이엔알 
(주) 

박원철

등록 4점

본 발명은 선저에 부착된 따개비 및 물이끼 등을 
신속하게 청소함과 동시에 수중비디오카메라 또는 
수중초음파촬영기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이미지로 
선저의 상태를 분석하여 손상된 부위의 정확한 위
치를 추적하게 하는 수단과, 선상에서 운용하는 
운용 콘솔과 수중 로봇 및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된 
선체 청소 및 검사용 수중 로봇에 관한 것

선저 청소 및 
검사용 수중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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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R 1008823970000

2009-
01-30

글로발 
마린 
시스
템즈 
리미
티드

소멸 5점

수중의 해저물질에 매설된 케이블이나 파이프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방
법은 기구가
매설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위치나 인접한 곳에 
위치될 수 있도록 기구에 인접한 해저물질을 유동
화시켜서 해저 물질에 기구를 넣는 것을 포함.

수중이나 해저에 
매설된 케이블이나 

파이프에 
접근하는 방법 및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ROV

27

KR 1012589550000

2013-
04-23

삼성
중공업 
주식
회사

등록 3점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수중 로봇 시스템은, 
수중 장비와 해저에서 연결되는 제1 테더 케이블
을 구비하며, 부유식 해상 구조물로부터 상기 수
중 장비로 공급되는 전원을 상기 제1 테더 케이블
을 통해 전달받는 액티브 테더 관리 시스템; 및 
제2 테더 케이블로 연결해 주는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를 포함한다.

수중 로봇 시스템
UNDERWATER 

ROBOT SYSTEM

28

KR 101763849

2017-
07-26

한국
도키멕 
주식
회사

등록 10점

본 발명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그리퍼의 파지력
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성능의 
해저케이블용 그리퍼 제작이 가능케 한 해저케이
블용 그리퍼의 파지력 측정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프레임 구조로 된 본체와 파지력 측정용 그리퍼를 
고정하는 그리퍼고정부와; 상기 그리퍼의 파지력 
측정을 위해 압력을 발생하는 유압장치부와; 일단
부가 상기 그리퍼에 파지되는 해저케이블의 끝단
부를 잡고, 상기 유압장치부 에 의해 이동하면서 
상기 해저케이블에 인장력을 가하여 상기 그리퍼
의 파지력을 측정하는 측정부를 포함하여 구성하
는 것이 특징이다.

해저케이블용 
그리퍼의 파지력 

측정 장치

29

2016/006928 A2

2016-
01-14

주식
회사 
대신

우레탄

공개 5점

본 발명은 케이블을 내부에 수용하여 외력으로부
터 케이블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케이블을 
수용할 때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하며,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케이블 보호관에 관한 것이다. 이
를 위해 케이블 보호관은 제1 몸체유닛 및 제1 몸
체유닛과 맞대어 결합되는 제2 몸체유닛을 포함한
다. 여기서, 제1 몸체유닛과 제2 몸체유닛은 결합
하면서 케이블을 수용하는 중공 형태의 파이프 형
상을 갖는다. 특히, 제1 하부결합면에는 제1 몸체
결합돌기와 제1 위치결정돌기가 돌출되고, 제2 하
부결합면에는 제1 하부몸체결합홀과 제1 하부위치
결정홈이 형성되며, 제1 상부결합면에는 제1 몸체
결합돌기가 결합되는 제1 상부몸체결합홀과, 제1 
위치결정돌기가 결합되는 제1 상부위치결정홈이 
형성되고, 제2 상부결합면에는 제1 하부몸체결합
홀과 결합되는 제2 몸체결합돌기와, 제1 하부위치
결정홈과 결합되는 제2 위치결정돌기가 돌출된다.

케이블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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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수중건설로봇 기술 분야의 특허 동향

수중건설로봇 기술 분야의 출원 국가들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렵은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기술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특히, 한국특허는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중국의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국영기업이 영국의 SMD를 인수하

는 등 중국에서 수중건설로봇 기술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럽, 일본, 중국의 경우, 특허의 수가 저조하게 나타나 있지만 중국과 일본, 유럽의 

각국 특허청에서 각국 언어(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등)로 검색한다

면 더 많은 출원 건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분석구간) 한국,일본,유럽특허 : 1971∼2019(출원년도), 미국등록특허 : 1971∼2019(등록년도), 미국공개특허 : 
1971∼2019(출원년도)

[그림 2-48] 출원 국가별 연도별 특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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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허번호 출원/
등록/
공개 
일자

출원인
권리
상태

유사도
점수
(1-10)

내용 요약국가

발명의 명칭

1

AU1020137001444

2013-
01-18

노틸러스 
미네랄즈 
퍼시픽 
피티 

리미티드

출원 6점

해저 벤치의 생산 절단을 위한 해저 벌크 채
광 툴에 관한 것이다. 상기 툴은 상기 해저 
벤치를 가로질러 주행하기 위한 트랙 부착 
이동 시스템을 사용한다. 파워 및 컨트롤 인
터페이스는 표면 소스로부터 파워 및 컨트롤 
신호를 수용한다. 상기 툴은 벤치를 절단하기 
위한 드럼 커터, 및 절단물이 드럼 커터에 의
해 생산될 때 절단물의 사이즈를 맞추기 위
한, 상기 드럼 커터에 인접한 사이즈 맞춤 그
릴을 가진다. 

오스트레일리아

벌크 해저 채광을 
위한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Bulk 
Seafloor Mining)

2

AU1020137001446

2013-
01-18

노틸러스 
미네랄즈 
퍼시픽 
피티 

리미티드

출원 6점

해저 채광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해저 보
조 채광 툴에 관한 것이다. 상기 해저 보조 
채광 툴은, 해저에서의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해저 이동 시스템을 가진다. 엄빌리컬 연결부
는 표면 소스로부터 파워 및 제어 신호를 수
용한다. 붐에 장착된 보조 절단 툴은 해저 퇴
적물의 말단을 절단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보
조 절단 툴에 의해 생산된 절단물은, 그러한 
절단물이 필요한 사이즈보다 크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이즈 조정 수단에 의
해 사이즈를 맞춤.

오스트레일리아

보조 해저 채광을 
위한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Auxiliary Seafloor 
Mining)

3

GB1008240990000

2008-
04-15

마스턴브
러익 

엘티디
등록 7점

트렌칭 장치는 트렌치 위의 지면상에서 이동 
가능한 원동기로 트렌치내에 상기 커팅 기구
를 위치시키기 위해 원동기에 장착되는 커팅 
기구 바람직하게는, 순환 체인 커터를 포함한
다. 커팅 기구가 체인 커터이며, 부움은 트렌
치를 파내는 방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전방 
하향으로 돌출되고, 구동 수단은 상기 피봇 
커팅 부움의 말단부 주위에서 커팅 부재를 
상향으로 그리고 순환 체인 커터의 상부 런
을 따라 후방으로 운반하는 방향으로 체인을 
구동시키도록 배열된 것.

영국

트렌칭 방법 및 장치
(TRENCHING 

METHOD AND 
APPARATUS)

4

US1020127007359

2013-
03-21

쿠투, 
티모시, 

엠.
출원 5점

눈, 얼음, 모래, 소금, 흙, 자갈, 콘크리트, 채
소, 곡물, 잔해 등과 같은 물질을 취급하는 
도구이다. 상기 도구는 장형 손잡이, 장형 샤
프트 및 복합 블레이드 헤드를 포함한다. 손
잡이는 장형 샤프트의 근위단에 부착되고, 복
합 블레이드는 장형 샤프트의 원위단에 고정
된다. 상기 도구를 삽질/파내기 위치에서 사
용하는 경우 다지기, 압축하기 및 고르기가 
달성된다. 상기 도구의 구조는 공격적이고 반
복적인 작업의 스트레스 및 힘을 견디도록 
설계됨.

미국

물질 취급 도구
(MATERIAL HADLING 

TOOL)

[표 2-14] 국외 수중건설로봇 특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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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허번호 출원/
등록/
공개 
일자

출원인
권리
상태

유사도
점수
(1-10)

내용 요약국가

발명의 명칭

5

GB1008823970000

2009-
01-30

글로발 
마린 

시스템즈 
리미티드

소멸 7점

수중이나 해저에 매설된 케이블이나 파이프
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으
로, 이 방법은 기구가 매설된 케이블이나 파
이프의 위치나 인접한 곳에 위치될 수 있도
록 기구에 인접한 해저물질을 유동화시켜서 
해저에 기구를 넣는 것을 포함

영국

해저에 매설된 
케이블이나 파이프에 
접근하는 방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ROV

6

BE1020117017585

2011-
07-27

드레징 
인터내 
셔널 엔. 

브이.

출원 5점

항해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고 사용 중 바닥
위에서 끌리고 여기서 토양을 흐트러트리는 
드랙 헤드가 부착되는 부유 장치, 및 상기 드랙
헤드에 접속하고 상기 흐트러진 토양을 배출
하는 흡입 관로를 포함하는 굴착기에 관한 
것이다. 상기 굴착기에는 상기 항해 방향을 
벗어나 상기 드랙 헤드를 이동시키기 위한 
조향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또한 굴착
기를 이용하여 지반을 굴착하는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

벨기에

수중에서 지반을 
굴착하는 굴착기 및 

지반 굴착 방법

7

TW 200946401A

2008-
05-14

INST  
TRANSP
ORTATIO
N MIN 
TRANSP
ORTATIO

N&

출원 5점

원격 감시와 해양 엔진을 진단하는 것을 위
한 시스템이 provided. 이고 시스템이 그것의 
작동 상태를 측정하는 해양 엔진 상에 배치
된 다수의 센서를 포함하고 선박 computer.
에 센서 신호을 내면서 선박 컴퓨터가 센서
들의 기록 파일을 생산한다,  ship의 작동상
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VDI 파일로 추출된 
데이터를 통합시키고 VDI 파일이 VDI 파일에 
의해 선박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쇼어 컴퓨터에 제공되
고 전송하는 것.

대만

원격 선박 엔진 
모니터링 및 진단 

시스템
(A system for 

remote monitoring 
and diagnosing 
marine engines)

8

CN 200910036261 

2009-
10-12

FORTH  
ENG  

CO LTD 
CHINAS 
ZHONGTIE
MAJOR 

B

등록 6점

파일을 지지하는 강관을 삽입하고 구동시킴
에 있어 고속 위치 결정과 연결 시스템을 설
치하고 물에서 파일을 지지하는 일시적 구조 
강관의 토대가 삽입될 때 그 구조 방법과 시
스템이 사용하는 driven.를 사용하는 것

중국

파일과 구조물을 
지탱하는 스틸 

파이프를 빠르게 위치 
조정하고 삽입하는 

방법

9

CA 2397812 

2008-
12-30

OCEANE
ERING  

INT INC
등록 6점

테더 관리 시스템, 케이지식 또는 탑햇타입, 
전개 프레임을 구체화한다. TMS가 주요 원격 
동작 차량을 전달시킨다. 그리고 작은 주요 
원격조정장치가 필요작업 subsea.를 성취하기 
위해 완전히 기능적이다, 주요 원격조정장치
의 작동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작은 원격조정
장치가 deployed. 일 수 있고 작은 원격조정
장치가 주요 원격조정장치보다 더 적은 기능
을 가질 수 있다

캐나다

다수 ROV를 
운반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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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허번호 출원/
등록/
공개 
일자

출원인
권리
상태

유사도
점수
(1-10)

내용 요약국가

발명의 명칭

10

EP1613979A2

2004-
02-18

GAIFFE T 
 IXSEA 
IXSEA 

OCEANO 
SAS

출원 6점

이 장치는 위치 N을 측정할 수 있는 위치 음
향 신호 송수신기를 가지고 있다. 장치 이동
을 저장하는 복원 장치는 장치의 자세를 측
정하는 신호를 운반한다. 처리 장치는 해저 
기구 의 위치 를 결정하는 고도 의 측정 의 
설정 받습니다. 전송 장치 및 / 또는 축소 물 
에있는 장치 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송신기-
수신기는 매우 짧은 베이스 라인( USBL )의 
시스템 n은 해저 기구의 수임.

유럽

수중 장비의 위치를 
인식하고 물을 통해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전역 음향 위치 

인식장치

11

GB2006185391A

2006-
09-20

NORTHR
OP 

GRUMM
AN 

SPERRY 
MARINE 

LTD

출원 4점

인 / 아웃 요소는 데이터 네트워크와 시스템 
구성 요소 등을 결합 엔진, 스티어링 제어, 
빌지 펌프, 발전기, 센서 데이터와 시스템 구
성 요소와 제어 서버 간의 제어 신호의 통신
을 제공합니다. 제어 서버는 센서 데이터에 
대한 응답으로 자동으로 적절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
템 구성 요소의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
해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영국

데이터 통신과 기계 
구성이 연결된 입출력 

단자를 가진 해상 
선박을 위한 제어 

시스템

12

EP2007823640A

2007-
07-25

IFREMER 
INST FR 
RECH 

EXPL DE 
LA MER 
IFREMER 
INST FR 
RECH 
EXPL 
MER

출원 3점

설치는 하우징을 정의하는 부동 케이지를 가
지고 있는 내부수중 또는 해양 차량 등 의 
일부 어뢰 들어갑니다. 운반 장치 즉 윈치는 
케이지에 장착하고 유연한 연결 즉, 케이블을 
통해 하우징에 차량을 운반한다. 다른 운반 
단위 즉 복구 기본 예에 장착되어 발송하고, 
세게 잡아 당김 이전의 링크에서 다른 케이
블을 통해 케이지 는 전 운반 장치와 케이스
를 운영 ,에너지 원 즉,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

수중 또는 해양 
차량의 어뢰 설치 및 
복구 / 실행, 각각 

케이지 및 
복구베이스에 장착 

장치

13

JP200542730A

2005-
02-18

HITACHI 
LTD

출원 3점

회전 수량 조절 장치는 비교 단위의 비교 결
과에 따라 추력으로 추력을 설정하는 데 사
용됩니다. 운전 제어 부분에서 명령 아래 물 
용기의 위치는 관성 센서에 의해 감지 된 위
치와 비교됩니다. 독립 주장은 수중 선박의 
위치 제어 방법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비교 단위 결과에 

따라 추력을 
설정하는데 사용 하는 

회전양을 조절하는 
제어 장치

14

US2000674458A

2000-
10-30

OCEANT
ECH  
PLC

출원 6점

장치는 붐 어셈블리를 들고 관절 지지대가 ,
짐벌 마운트를 사용하여 베이스에 장착, 그게 
장착된 캐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팔 
유압 램의 번호로 이동하고 처음 캐리어팔 
동적으로 장치가 장착이 되는 구조의 움직임 
을 보상하기 위해 제어된 후원하는 위치로 
이동 되도록 제어된다. 장치는 기본에 비해 
하나 이상의 평면 또는 방향 운동의 자유를 
갖도록 지원하는 ARM 어셈블리가  회동 짐
벌 마운트를 사용하여 마운트가 되는 고정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움직이는 구조와 
고정된 구조를 

제공하는 안정된 암 
지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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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US2004982288A

2004-
11-04

DALRYM
PLE M L 
KNOSKA 

J J 
WILLIAM
S W D  
YACHT 
WATCH
MAN 

INT INC

출원 5점

여러 센서는 해양 선박의 여러 항목을 모니
터링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측정 장치는 해당 
센서와 원격 수신기에대응하는 센서에 의해 
모니터링 된 항목 의 데이터가 나타내는 상
태로 전송 원격 측정 신호에 의한 감시 항목
의 상태를 나타내는 각 센서로부터 입력 데
이터를 수신합니다. 상기 원격 장치모니터링 
스테이션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각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모니터링 항목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해양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16

US2009449820A

2009-
08-26

ARGUS  
REMOTE 
SYSTEM 

AS 
ARGUS 
REMOTE 
SYSTEMS 
AS BRYN 
J DAHL 

K E

출원 3점

이 방법은 바다의 바닥에 관하여 원하는 깊
이로 선박에 윈치 시스템을 통해 표면의 관
에서 잠수 설문 조사 플랫폼을 낮추는 방법
을 포함한다. 표면의 관에 의해 발생하는 플
랫폼의 옆으로 움직임에 대해 원하는 고정된 
적어도 하나의 거리 센서의 도움을 통해 바
다의 바닥에 플랫폼 상대의 거리, 보상을 유
지하면서 원하는 궤도를 따라 플랫폼을 구동
하기 위해 앞으로 이동

미국

AUV/ROV에 의해 
발생하는 해류 보상을 

포함하는
바다의 바닥과 

케이블과 바다 바닥의 
파이프에 대한 조사 

방법

17

US2004968975A

2004-
10-21

MOSSM
AN G

출원 4점

동체 또는 추진 샤프트 등의 장비는 액체 및 
장비의 부식에 의한 변형의 일정 수량 노출
에 의한 반응을 감지하고 중앙 위치검출 결
과를 통보하는 광섬유 센서 어셈블리가 장착
되어 있습니다. 광섬유 센서와 함께 제공 추
진축체의 구조적 무결성을 모니터링하기 위
한 장치 액체의 침투 및 부식 원격 장비의 
현장 모니터링 방법.

미국
액체의 노출이나 

부식에 의한 
스트레스를 

감지하는데 사용하는 
원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18

JP200288761A

2002-
03-27

DOKURIT
SU  

GYOSEI 
HOJIN 

KOWAN 
KUKO 
GIJUTS 

출원 6점

건설 기계의 접촉 위치 정보를 감지 및 원격 
제어 장치에 전송됩니다. 건설 현장의 3 차원 
이미지는 접촉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되
고,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됩니다. 작업 제
어 정보가 표시되는 이미지를 보고 나서, 건
설 기계에 전송됩니다. 독립항은 원격 조작 
건축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 기계 
작업이 쉽게 직접 감상하거나 사이트를 촬영
하여 모니터링 건설 현장의 필요없이, 원격 
작업자에 의해 제어됨.

일본

감지 접촉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3차원 

영상을 형성 포함하는 
수중 건설기기 원격 

제어 방법

19

US200417709A

2004-
12-22

CATERPIL
LAR  
INC

출원 3점

이 시스템은 유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제어 
모듈에 센서 신호를 제공하는 센서가 있습니
다. 제어 모듈은 센서 신호에 의해 반사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소프
트웨어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이 모듈은 다
른 유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온 - 보드 모듈에 
신호를 보냅니다. 모듈은 내장 된 모듈의 동
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S/W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무선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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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US2003569550A

2007-
02-12

FOSSURA 
AS GTO 
HOLDIN
G AS 

JACOBSE
N T 

SNELLIN
GEN H

출원 6점

기본 제트 노즐 흡입 헤드의 입구 구멍을 둘
러싼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된다. 노즐은 가압 
액체의 소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구 부분
으로 유입 구멍을 나눕니다. 막대 모양 및 단
단한 재료의 기계적 붕괴를 초래하기 위하여 
치수가 됩니다. 

미국

지형의 형성 및 
단단한 재료의 기계적 

붕괴를 초래하기 
위하여 흡입헤드의 

입구를 분할하는 장치

21

WO2006US48781A

2006-
12-21

AOS  
HOLDIN
G CO 
AIR 

SHIMISS 
CHINA 
HEATER 

LTD

출원 3점

원격 제어의 하우징, 난간, 반투명 창 O-링을 
포함한 배터리함이 있다. 배터리에 위치 전지
는 전기적으로 발광 다이오드, 일반적인 버튼 
연결 및 개별 버튼 연결을 갖는 회로 기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수 마스크는 주택을 밀
봉하는, 주택의 선반과 회로 보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착탈 배터리 구획에 고정 배터리, 
O-링을 압축합니다. 

중국

방수 원격 제어를 
위해 회로 보드의 

선반에 부착되는 방수 
마스크가 있는 전자 

장치

22

JP199821078A

1998-
02-02

ISHIKAW
AJIMA  

HARIMA 
HEAVY 
IND

출원 5점

반사판은 기본 괭이나 물통의 가동 부분의 
붐으로 제공됩니다. 레이저는 광학 섬유 반사 
플레이트에 조사하고 반사 된 빛은 LVS 터미
널에 의해 수신됩니다. 다시 물에 괭이의 측
면 형태는 반사판의 높이 (H)에서 계산 된 각
도 α에 따라 표시됩니다.

일본

반사판의 높이에서 
계산된 각도에 따라 
물의 양이 표시되는 
수중 괭이 쪽 모양 

모니터링 장치

23

JP2000135747A

2000-
05-09

FURUKA
WA 

ELECTRIC 
CO LTD

출원 6점

케이블 배를 마련된 수중 케이블의 촬영된 
이미지는 케이블의 개요 이미지와 케이블의 
위치를 추정하는 물 표면의 이미지 사이 각
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 독립항은 케이
블 부설 상태 모니터링 장치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케이블에서 측정 물의 깊이는 예상 
케이블 위치를 사용하여 위치와 신속 예상 
케이블 위치를 사용하여 케이블의 모양을 계
산합니다.

일본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는 수중 

케이블 위치 측정 
장치

24

JP2001277516A

2001-
09-13

FUDO 
KENSETS

U KK
출원 3점

25% 이하의 플라스틱 인덱스와 15% 이상의 
입상 함유율의 수분 비율이 혼합된 토양은 
모래 열 매립 충전재로 압축되어 사용됩니다. 
붓기 토양의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사용
을 보장합니다. 해양 땅의 기초 속도를 향상
시킵니다. 그림은 해양 지상 개조의 모델 다
이어그램을 보여줍니다.

일본

토양을 부어 혼합 
토양을 압축 모래 열 

매립 충전재로 
사용하는 해양 지상 

개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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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JP1994150211A

2007-
07-25

KOREA  
ATOMIC 
ENERGY 
RES INST 
| KOREA 
ELECTRIC 
POWER 
CORP 

출원 5점

원격 appts 제어를 위한 객체 클램핑 작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드럼에 유
압 호스와 다른 드럼에 선에 연결되어 있습
니다. 거울과 레이저 빔 발생기 작업 장치의 
수직 방향으로 설치됩니다. 개체가 작동 패널
을 통해 장치에 의해 고정된다. 그런 다음 물
에 내려하고 입력하거나 개체를 출력하기위
한 정확한   위치는 레이저 빔과 거울로 표시
됩니다.

일본

클램핑 레이저와 
거울을 사용하여 대상 
위치 고정 및 객체를 
이동하는 원격 레이저 

통제 시스템 

26

JP1995300515A

1995-
10-26

KOKUSAI 
DENSHIN 
DENWA 
CO LTD

출원 7점

케이블 위치 시스템은 원격 작동 잠수 로봇
을 이용하는 여러 감지 장치가 이격의 두 축 
직교 직류 자기 센서를 구성하는 각각 병렬로 
설정, 각 축 직교 직류 자기 센서는 특정 축 
방향과 배치되는 자기장에만 민감하게 반음. 
직류 자기 감지 요소를 통합 감지 요소의 축 
방향 다른 감지 장치에서 오른쪽 각도 신호에
서로 교차되도록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 모선에 전달된다. 

일본

 케이블의 강철 
와이어에 의해 
만들어진 직류 

자기장을 감지하는 
해저 케이블 위치 

시스템 

27

JP199844697A

1998-
02-10

KAIJO KK 출원 6점

수중에 다른 장소에 위치하는 송신기, 주기적
으로 서로 다른 주파수의 초음파 신호를 방
출한다. 위치 수신기 방출 신호를 수신하고 
두 가지 특정 신호를 결합합니다. 시차 측정 
장치는 수신 시간 차이를 측정하고 감지하는 
로봇의 위치에 따라 쌍곡선 그룹과 함께 해
당합니다.  다중 수중 위치 장치에서 로봇의 
위치를 감지. 

일본
쌍곡선 그룹에 

해당하는 수신 시간 
차이에 따라 이동 

객체의 위치를 
인식하는 수중 위치 

장치

28

10151079

2018-
12-11

BISSO 
MARINE, 

LLC
등록 8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n improved 
pipeline burying apparatus that uses 
specially configured jetting nozzles that 
intake sea water surrounding the nozzle. 
The apparatus provides a frame supporting 
spaced apart left and right inclined pipe 
sections that are configured to be placed 
on opposing sides of the pipeline to be 
buried. Each inclined pipe section is fitted 
with a plurality of jetting nozzles that are 
positioned on one of the inclined pipe 
sections, in vertically spaced apart positions 
and in horizontally spaced apart positions. 
In one embodiment, the main central 
longitudinal channel has an inlet section 
with an inlet section diameter, a discharge 
section having an outlet section diameter 
and a connecting section that is in 
between the inlet section and the outlet 
section.

미국

Underwater pipeline 
burying apparatus 

an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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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08539667

2018-
09-14

China 
Ship 

Sceientific
Research 
Center

공개 7

The invention discloses an underwater 
cable laying device using an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and an operation method 
of the device. The cable laying device 
structurally comprises a main frame 
adopting a gate type structure, wherein a 
winding drum is mounted in the main 
frame and wound with a cable, and a 
cable joint is mounted at the head of the 
winding drum; buoyancy adjusting tanks 
are mounted on the outer sides of two 
ends of the main frame respectively, 
buoyancy blocks are mounted at the front 
and rear ends of the buoyancy adjusting 
tanks respectively; electromagnetic valves 
are mounted at the bottoms of the 
buoyancy adjusting tanks; a docking port 
connected with the ROV is mounted on 
the top surface of the main frame, a 
manipulator valve box is mounted on one 
side of the dockingport, and a manipulator 
is mounted on the front end surface of 
the main frame. The underwater cable 
laying device is compact and reasonable in 
structure and convenient to operate; the 
cable laying work can be conveniently 
completed through operation by the 
manipulator, the energy efficiency for 
underwater cable laying by the ROV is 
improved, certain smaller negative buoyancy 
in water is always kept by use of the 
laying device in the cable laying process 
by use of a buoyancy adjusting system, 
vertical thrust provided by a vertical 
thruster of the ROV is greatly reduced, and 
energy is effectively saved. 

중국

Underwater cable 
laying device using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and operation 

method of device 

30

104503060

2015-
04-08

S. B. 
SUBMARI

NE 
SYSTEMS 
CO., LTD

공개 7

The invention provides a vibration and jet 
flow combined underwater robot for optical 
cable burying. The vibration and jet flow 
combined underwater robot comprises a 
framework, a channeling gun and a 
mechanical vibrator. The framework is 
arranged on an underwater traveling 
mechanism; a cable pressing device, a 
cable seeking device, an underwater 
positioning and detecting system and a 

중국

Vibration and jet 
flow combined 

underwater robot for 
optical cable bu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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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허번호 출원/
등록/
공개 
일자

출원인
권리
상태

유사도
점수
(1-10)

내용 요약국가

발명의 명칭

high pressure water pump system are 
arranged on the framework. The 
underwater positioning and detecting 
system and the high pressure water pump 
system is connected with a control system 
and a power supply system through cables. 
The vibration and jet flow combined 
underwater robot quickly mixes hardened 
sediments and water into slurry so as to 
form grooves through mechanical vibration 
and high speed water flow, and buries 
optical cables at the appointed depth 
below the sediment channel bed surface 
under the effect of the cable pressing 
device. In addition, the vibration and jet 
flow combined underwater robot can be 
widely applied to optical cable burying in 
rivers, lakes and seas, and is simple to 
implement, low in energy consumption, 
high in efficac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31

2017185025

2017-
10-26

BISSO 
MARINE, 

LLC
공개 6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n 
improved pipeline burying apparatus that 
uses specially configured jetting nozzles 
that intake sea water surrounding the 
nozzle. The apparatus provides a frame 
supporting spaced apart left and right 
inclined pipe sections that are configured 
to be placed on opposing sides of the 
pipeline to be buried. Each inclined pipe 
section is fitted with a plurality of jetting 
nozzles that are positioned on one of the 
inclined pipe sections, in vertically spaced 
apart positions and in horizontally spaced 
apart positions. At least some of said 
jetting nozzles include a nozzle body 
having an outer surface and a main, 
central longitudinal fluid flow channel with 
a central channel axis. A fluid inlet end 
portion of the nozzle body has an 
externally threaded portion that enables 
connection to an internally threaded 
portion of a selected one of the inclined 
pipe sections. A discharge end portion of 
the nozzle body extends outwardly from an 

미국

UNDERWATER 
PIPELINE BURYING 
APPARATUS AND 

M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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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허번호 출원/
등록/
공개 
일자

출원인
권리
상태

유사도
점수
(1-10)

내용 요약국가

발명의 명칭

inclined pipe and the threaded portion. A 
plurality of lateral channels each intersect 
the main channel at an acute angle. In one 
embodiment, the main central longitudinal 
channel has an inlet section with an inlet 
section diameter, a discharge section 
having an outlet section diameter and a 
connecting section that is in between the 
inlet section and the outlet section.

32

107123952

2017-
09-01

HULUDAO
POWER 
SUPPLY 

COMPANY
OF 

STATE 
GRID 

LIAONING
ELECTRIC 
POWER 

CO., LTD. 

공개 5

The invention provides a submarine cable 
laying method. A rack winch arranged on a 
construction ship is used for operating a 
crawler type underwater robot to get into 
water and float upwards out of the water. 
The crawler type underwater robot is 
equipped with two manipulators, two 
crawling tracks, a water-spraying trenching 
system, a hydraulic propeller, a cable 
tracker, a posture sensor and a camera. 
During the submarine cable laying process, 
a cable in the cable tray of the 
construction ship is grasped by the 
manipulators of the crawler type 
underwater robot, and then the cable 
laying operation is accurately conducted in 
the water-spraying trenching manner along 
a preset route preset by an operational 
program software. The underwater robot 
completes the submarine cable laying 
operation without being influenced by 
objective factors. Therefore, the adaptability 
is strong, and the cable laying efficiency is 
high.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non-controllable events is small, and the 
safety of the operating personnel is reliably 
guaranteed. The method is suitable for 
being applied as a submarine cable laying 
method.

중국

Submarine cable 
lay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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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분석

기존에 수중로봇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내 내부자원 및 능력의 강점과 약점, 그

리고 국내외 환경에서 위협요소와 발전기회를 파악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환겨의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에 처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감점을 활용하여 기회

를 최 한 살리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내부 역량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S1 해양로봇 연구개발을 통한 경험 축적. 특히, 

수중건설로봇개발 1단계사업을 통한 선진국
과의 기술 격차 감소

S2 IT강국이며 튼튼한 산·학·연 네트워크
S4 해양로봇 실험센터, 시험평가센터 등 인프라 구축

W1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 높음
W2 수중로봇 분야에서의 상용화 경험 미흡
W3 해양장비 운영/유지관리 인력, 상시 가용장비

의 부족

외부 환경분석
기회(Opportunities) 위협(Treats)
O1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에 따라 해양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음
O2 해양구조물 및 수중건설 시장 수요 급증하고 

있으며, 점차 대수심으로 이동
O3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CCS 등에 대한 정부차

원의 적극적인 추진
O4 ‘18-’2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정부차원의 해양 첨단로봇기술 실증 추진
O4 산업체에서 해양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T1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들에서 수중건설로
봇 시장 독점 중이며 해양로봇 제작/운영 기
업의 M&A로 기술독점 가속화

T2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변 국가들의 해양에
너지 확보를 위한 수중건설로봇 시장 관심 
증가

T3 기존 국내 수중건설로봇 100% 해외 임차
T4 해양장비 개발/검증 비용 증가

[표 2-15] SWOT 요인 분석

강점(S) 약점(W)

기
회
요
인
(O)

SO 전략: 강점과 기회요인의 시너지 전략 WO 전략: 약점 극복전략
SO1. 정부차원의 실증기회 및 인프라를 활

용한 수중로봇 및 복합적 요소기술의 
실증 및 실용화

SO2. 해양개발에 대한 관심 및 해양에너지 
개발 정책 강화 등을 이용한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 기회 마련

SO3. 해양로봇 연구개발-인력양성-일자리창
출의 선순환생태계 구축

WO1. 중소기업 참여 핵심기술 실용화 추진
WO2. 해양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장기

적 지원 유도 및 해양장비 상용화
를 통한 국내 산업 및 인적 인프라 
확충

WO3. 국내 산업체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및 해양 장비 및 센서의 국산화 확대  

위
협
요
인
(T)

ST  전략: 위협 극복 전략 WT 전략: 위협 회피 전략
ST1. 산학연 네트워크 및 해양선진국 기술협

력을 통한 기술격차 완화
ST2. 적극적인 국가 R&D로 세계해양 장비 

시장에서 track record 확보
ST3. 해양 공사 및 장비 관련 중소 기업의 

연구 참여 및 지역 수용성 증대

WT1. 정부차원의 투자 유도, 해양로봇 전문
업체 및 운영 인력 양성을 통한 연
구결과물 상용 운영 육성 및 확대

WT2. 중국, 동남아 주변 국가들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물의 잠
재적 시장 확대 및 신규 시장 창출

[표 2-16] SWO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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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년도 주요 연구 결과

(1) 시스템 최종 목표사양 확정

[그림 3-1] 시스템 최종 목표사양

Soil Type Classification Single Pass Trench 
Depth (m)

Max Burial Speed (m/hr)
Free Flying Mode 0-2,500m

Cohesionless Sand
1 2,000
2 1,000
3 300

Very Soft Cohesive 0-20kPa
1 1,200
2 800

Soft Cohesive 20-40kPa
1 1,000
2 650

Firm Cohesive 40-75kPa
1 850
2 500

Stiff Cohessive 75-100kPa 1 300

[표 3-1] 해저케이블 매설심도 및 매설속도 목표사양 정의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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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요소별 목표사양 설계

(가) 로봇 플랫폼 상세 사양 설계 – 대양전기공업(주)/레보(주)/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플랫폼 요구 사양 분석

㉮ 프레임

재질 : 중량/가격 비 강도 및 내부식성이 뛰어난 AL 6061-T6 선정

구조 : 모듈별 제작, 용접 또는 볼팅 방식으로 접합

[그림 3-2] 프레임 구성(안)

㉯ 수중 내압 성능

300 bar 내압 성능 (최  작업수심 2,500m)

내압용기 재질은 AL6061-T6로 선정, 몸체는 방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금 구조로 설계

[그림 3-3] 내압용기 구조해석 - 몸체 응력 변화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87

㉰ 부력재 요구사양

부력재 재질 : Trelleborg사의 TG-3000 ( 도 420kg/m3)

[표 3-2] 부력재 선정

㉱ 전원공급 수요

필요 전력 : 1,300kW

상세 전원공급 수요 분석

전 력 전압 및 용량

계측 장비 구동 4,000 VAC, 1-Phase 5.5 KVA

HPU 모터 구동 4,000 VAC, 3-Phase 490 KVA

워터 펌프(STBD) 4,000 VAC, 3-Phase 400 KVA

워터 펌프(PORT) 4,000 VAC, 3-Phase 400 KVA

합계
4000 VAC, 1-Phase 1EA,

4000 VAC, 3-Phase 3EA,
1,295.5 KVA

[표 3-3] 플랫폼 시스템 별 상세 필요 전력

㉲ Umbilical 케이블 사양 분석

3상 전원 : 3,800~4,400VAC, 60Hz

Earth fault protection core : 케이블 손상 감지용 접지 이상 감지선 2가닥 배치

광통신 : 2채널 (spare 1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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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conductor, 13.3mm2, 4.5kV     18 off

Power conductor, 1.5mm2, 3.3kV       4 off

Fiber optic element, 6SM              2 off   

(나) 수중 유압공급장치 상세 사양 설계 - ㈜레베산업/대양전기공업(주)/울산대/한국로봇

융합연구원

유압공급장치(펌프) 최종 출력 사양 :  ≥225kW@180bar

폐회로 유압회로 개념정립

[그림 3-4] 수중 유압공급장치 전체 구성과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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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파워팩 사양 선정

[그림 3-5] 선정 유압펌프와 사양

  

[그림 3-6] 펌프 압력대비 유량성능 효율 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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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펌프-모터 일체형 구조 개념도

[그림 3-8] 펌프-모터-리저버 일체형 유압팩 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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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워터젯 기술 상세 사양 설계 - ㈜케이티서브마린/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워터젯 목표사양 선정

매설목표사양에서 100kPa에서 매설속도는 300m/h이므로 노즐을 지반의 충격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해저면과의 수직 거리는 약 0.15m가 필요함

이 때 안전율을 2.0으로 반영하여 노즐이 100kPa의 압력을 유지하며 분사되는데 필

요한 최소거리는 0.3m가 필요함

매설지반 허용응력 100kPa

매설속도

300m/h

0.084m/s

매설속도에 따른 

노즐분사거리
0.15m@100kPa

S.F(안전율) 2

노즐분사거리 0.3m@100kPa

[표 3-4] Jetting 능력의 목표사양

② 워터펌프 목표사양 선정

구분 출력 유량 압력

Low pressure

water pump
250HP

840m3/h

(최대 930m3/h)

7Bar

(최대 8Bar)

[표 3-5] 워터펌프 목표사양

펌프의 최적 유량을 고려한 jetting arm의 CF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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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스트림(유속표시) 노즐외부압력

[그림 3-9] Jetting arm CFD해석결과

구분 Jetting 노즐
Backwash 노즐

No.1 No.2 No.3

유속(m/s) 48.6 29.5 29.5 36.2

압력(kPa)
1,257 

(약 13Bar)
560.0

(약 5.6Bar)
560.0 

(약 5.6Bar)
900.0 

(약 9.0Bar)

유량(m3/h) 35.0 40.9 41.0 338.0

비고
- Jetting 노즐은 직경이 동일하므로 해석결과의 평균값을 표시
- 노즐외부 압력의 전달거리는 약 0.05m

[표 3-6] 해석결과

해석결과 노즐 외부 압력의 전달거리가 설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므로 노즐의 사

양 변경을 통해 설계 목표치만큼 필요한 유량과 노즐의 적정 개수 및 직경 등에 

한 추가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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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중 작업공구 기술 상세 사양 설계 – 한국도키멕(주)/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관련 기술 국내 특허 분석

국내 특허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

였음

조사 관점은 케이블 커터 및 케이블 그리퍼와 관련한 선행기술 주자라 할 수 있는 

Forum사(미국)의 TA17 케이블 그리퍼와 HCV100 케이블 커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내용이 존재하는 지 여부의 판단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의 존재 유무에 

하여 확인

부분 관련 특허는 소멸되었고 3항의 Cable Gripper는 등록되었으나 본 과제의 제품

과는 다르고 수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구조임

번호 특허번호 발명의명칭
출원/등록/
공개 일자

권리 상태

1 10-0504216
텐션 조절이 가능한 케이블 메카니즘을 

이용한 로봇 그리퍼
2005-07-20 소멸

2 10-0511202 케이블 메카니즘을 이용한 로봇 그리퍼 2013-12-17 소멸

3 08608144 Cable Grippers 2013-12-17 등록

4 03848334
HYDRAULICALLY ACTUATED CABLE CUTTER 

AND INDENTOR
1974-11-19 소멸

5 03886842
Self-cocking explosively actuated cable 

cutter with shock absorber
1975-06-03 소멸

6 06349474 Cable cutter 2002-02-26 소멸

7 05060378 Demolition Tool for a Hydraulic excavator 1991-10-29 소멸

[표 3-7] 케이블 커터/그리퍼 특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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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케이블 커터/그리퍼 구조 이해

케이블 커터

케이블 커터 정면도
케이블 커터의 칼날 구조

케이블 커터의 절단용 실린더 구조

[그림 3-10] 케이블 커터 구조 이해

항목 사양 비고

케이블 지름 100mm (최대)

케이블 형식 피복 혹은 경량

최대 압력 640bar(주 절단 압력) 요구 최대 압력

작동유 광유계 오일

중량(대기/수중) 30kg/23kg

외형크기 249*190*620 가로*세로*높이

[표 3-8] 케이블 커터 설계 사양(FORUM社 TA19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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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그리퍼

[그림 3-11] 케이블 그리퍼 구조

항목 사양 비고

당김력 23톤(최대)
라인부하(안전작동부하 아님)

SWL:Safe working load

케이블 형식 피복 혹은 경량

케이블 지름 17-100mm

작동유 광유계 오일

중량(대기/수중) 35kg/25kg

외형크기 360*394*632 가로*세로*높이

[표 3-9] 케이블 그리퍼 설계 사양(FORUM社 TA17에 준함)

③ 케이블 커터/그리퍼 테스트 유니트 설계

항목 작동테스트 내압테스트 비고

(최대) 압력 210bar 700bar

(최대) 유량 12.5LPM 0.55LPM

모터 사양 5.5kw*3φ220V*4P 0.75kw*1φ220V*4P

탱크용량 120L 10L

[표 3-10] 케이블 커터/그리퍼 테스트 유니트 설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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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케이블 커터/그리퍼 테스트 유니트 제작도

[그림 3-13] 케이블 커터/그리퍼 테스트 유니트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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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케이블 커터/그리퍼 거치용 구조물 최종 사양

외형 크기 : 1200(L) x 800(W) x 1700(H)mm

거치 하중 : 100kg (커터/그리퍼 동시 거치 하중의 150%)

안전 사항 : 고압작동에 따른 부품 파괴시 파면의 비산을 막을 수 있는 카바 설치

- 폴리카보네이드 10t

- 강화유리의 150배의 충격도

- 인장강도 560-670kgf/cm2

- 충격강도 12-16

(마) 요소 기술 목표사양 설계

① 수중 정  항법시스템의 목표사양 도출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수중 항법 정 도 최종 목표사양 : ≤ 0.3m/min

수중 복합 항법 구성

항법센서 목표 사양

DVL ≤ 0.2% ± 0.1cm/s

Gyro Fiber optic gyro, ≤ 0.1o/hr, 1σ

USBL
 Slant range accuracy ≤ 0.2m

 Position accuracy 0.45o drms 1.0% of slant range

IMU 저가의 제품 또는 3축 가속도 센서로 대체 가능

[표 3-11] 수중 복합항법 구성 요구사양

3축 가속도 센서(또는 IMU 가속도 출력 활용)를 활용한 진북(true north) 추적 기술 

개발 – 기존에 자기장센서를 이용한 진북 보정 기법을 적용하는 AHRS 센서의 약점 

극복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98

② 수중 유압 매니퓰레이터 정  제어 기술 목표사양 도출 - 포스텍

연구내용 재정립

[그림 3-14] 유압매니퓰레이터 기술 개발에서 포스텍의 업무역할

최종 연구목표 선정

[그림 3-15]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원격제어 기술 최종목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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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스템 상세 설계

① 로봇 플랫폼 개념정립 및 상세 설계 – 양전기공업(주)/한국로봇융합연구원

프레임 설계

[그림 3-16] 모듈별 프레임 설계

구조해석

- 하부 지지부 :  하부지지부의 전체 중력 22,100 kg을 기준으로 하여 4개의 지점으

로 나누어 5,525kg의 중력을 적용하였음. 응력 변화는 안전율이 18.9, 전단력은 안

전율이 25.7이며, 정적 하중을 기준으로 볼때는 충분한 안전율을 가지며 동적 하중

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율을 가짐(통상 항복응력의 3~10)

[그림 3-17] 하부 지지부 응력 변화 [그림 3-18] 하부 지지부 전단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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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Strength 290 MPa

Yield Strength 255 MPa

Shear Strength 186 MPa

Von-Mises 13.48 MPa

Shear Stress 7.241 MPa

Displacement 0.0871 mm

[표 3-12] 하부 지지부 재료 특성 및 구조 해석 결과

- Lift point : Lift Point 는 공기 중 가장 심한 하중을 받는 부분이며, 전체 중량 

22,100kg을 적용하여 해석함. 응력 변화는 안전율이 8.3, 전단력은 안전율이 11.7이

며, 정적 하중을 기준으로 볼때는 충분한 안전율을 가지며 동적 하중을 고려하더라

도 충분한 안전율을 가짐(통상 항복응력의 3~10)

[그림 3-19] Lift Point 응력 변화 [그림 3-20] Lift Point 전단력 변화

Ultimate Strength 290 MPa

Yield Strength 255 MPa

Shear Strength 186 MPa

Von-Mises 30.74 MPa

Shear Stress 15.88 MPa

Displacement 0.0768 mm

[표 3-13] Lift Point 재료 특성 및 구조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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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t point assembly : Lift Point Assembly 는 Lift Point가 지지되어 Lift Point의 집중 

하중이 Lift Point Assembly를 통하여 프레임 전체로 분산되어 지지되며, 전체 중량 

22,100kg을 적용하여 해석함. 응력 변화는 안전율이 12.1, 전단력은 안전율이 17.5이

며, 정적 하중을 기준으로 볼때는 충분한 안전율을 가지며 동적 하중을 고려하더라

도 충분한 안전율을 가짐(통상 항복응력의 3~10)

[그림 3-21] Lift Point Assembly 응력 변화 [그림 3-22] Lift Point Assembly 전단력 변화 

Ultimate Strength 290 MPa

Yield Strength 255 MPa

Shear Strength 186 MPa

Von-Mises 21.14 MPa

Shear Stress 10.626 MPa

Displacement 0.1084 mm

[표 3-14] Lift Point Assembly 재료 특성 및 구조 해석 결과

부력재 설계

- 부력재 재질 : 부력재 제작 공급업체는 해미래와 일본 해양연구원의 카이코우 잠수

정 등에 사용된 부력재를 제작한 Trelleborg사를 선정하였으며, 가격과 내압 성능, 

필요 비중을 고려하여 TG-3000 ( 도 420kg/㎥) 모델을 선정함. 1차년도 설계시는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설계하였으나, 추후 이동시 분리 및 유지 보수 등을 고려

했을 때 4~5개로 분리하는 방법을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진행 예정

- 추가 부력 및 하부 세부 발라스트 조절을 위해 스키드에 장착 가능한 측면 부력재

를 추가함. 스키드 부분에 좌우 6개 장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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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부력재 설계 형상

장비 배치

- 수중 작업 및 수중 발라스트를 고려한 장비 배치

- 상 적으로 중략이 높은 내압 용기 등은 모멘트 최소화를 위해 무게 중심 주변에 

위치하며, 내압용기는 칭구조로 배치함

[그림 3-24] 장비 배치(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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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장비 배치(하부)

전체 외형 크기 및 부력 계산

- 전체 외형 크기

높이 5,100 mm

폭 5,600 mm

길이 8,500 mm

[표 3-15] 전체 외형 크기

중량 및 부력 계산

- 공기 중 중량은 전체 22,128.6 kg이 되며, 수중 중량은 3,104.9 kg 정도의 양성 부력

을 가짐. 공기 중 중량은 수중 케이블과 유압 장비가 추가되면 소량 증가가 예상됨. 

수중에서의 3톤 정도의 양성 부력은 추후 증가되는 중량을 비했을 때 충분한 여

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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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공기 중 중량 (kg) 수중 중량 (kg)

frame 6,105.12 -3,789.70

skid(2ea) 1,896.32 -1,177.13

HPU 166.91 +33.78

controlcan 89.06 -47.50

fibercan 89.06 -47.50

powercan 89.06 -47.50

motor 좌 312.40 -193.92

motor 우 312.40 -193.92

L.P(2ea) 403.12 -250.24

thruster 249.61 -154.94

valve box 122.83 -76.24

Junction Box 10.42 -6.47

water jet 2,156.06 -1,338.35

compensator (Type 1) 5.29 -3.28

compensator (Type 2) 22.96 -14.25

compensator (Type 3) 14.19 -8.81

camera 36.47 -22.64

light 69.77 -43.31

Manipulator (Type 1) 40.84 -25.35

Manipulator (Type 2) 44.00 -27.31

backwash tool
(선택 사양, 탈부착 가능)

1,790.88 -1,111.67

buoyancy(전체) 8,101.10 +11,651.16

합계 22,128.57 +3,104.93

[표 3-16] 중량 및 부력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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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카메라/라이트 용기 설계 및 제작

- 형상 : 전면에 돔형 카메라가 장착 가능하며 전방향 시야 확보를 위해 반원 형태의 

카메라 시야부 구성, 몸체는 방열 효과 시험을 위해 주름 구조로 설계

- 재질 : 몸체와 후면 덮개는 AL6061-T6로 구성되며, 반원 형태의 카메라 시야부는 

아크릴 재질로 구성 

[그림 3-26] 수중카메라 용기 형상

[그림 3-27] 수중 카메라 용기 분해도

구조해석

[그림 3-28] 아크릴 돔 응력 변화 [그림 3-29] 아크릴 돔 전단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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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Strength 69 MPa

Yield Strength 62 MPa

Shear Strength 62 MPa

Von-Mises 51 MPa

Shear Stress 33 MPa

Displacement 1.5 mm

[표 3-17] 아크릴 돔 재료 특성 및 구조 해석 결과

[그림 3-30] 후면 덮개 응력 변화 [그림 3-31] 후면 덮개 전단력 변화

Ultimate Strength 570 MPa

Yield Strength 480 MPa

Shear Strength 330 MPa

Von-Mises 334 MPa

Shear Stress 164 MPa

Displacement 1.0 mm

[표 3-18] 후면 덮개 재료 특성 및 구조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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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몸체 응력 변화 [그림 3-33] 몸체 전단력 변화

Ultimate Strength 570 MPa

Yield Strength 480 MPa

Shear Strength 330 MPa

Von-Mises 316 MPa

Shear Stress 178 MPa

Displacement 0.4 mm

[표 3-19] 후면 덮개 재료 특성 및 구조 해석 결과

내압시험

- 시험 절차 : 1차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300 bar 압력 시험 외부 기관 의뢰불가

로 인하여 양전기공업(주)의 압력 챔버 이용 100 bar 까지 가압 시험함, 300 bar 

까지의 가압 시험은 2차년도 이후에 진행예정

[그림 3-34] 압력 챔버 내부 시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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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가압 시간

[그림 3-36] 외압 시험 결과 확인

(사) 선상 전원공급시스템 기술 개발 – 레보(주)

① 전원 공급시스템 구성도 및 주요장비 설명

PDU(Power Distribution Unit) : 선상제어실과 함께 선상에서 전원을 분배하여 ROV내

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다. PDU는 ROV에 공급되는 용량 고전압의 전원을 변

환하는 Transformer와 원격제어 및 안전장비, 국부제어가 가능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Power CAN : ROV내 설치된 용량의 유압펌프와 2 의 워터젯 펌프의 전원을 

PDU로부터 받아서 각 장비에 공급하며,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한 부품으로 구성된

다. 또한 외함은 수심 2,500m의 수압을 견딜수 있는 내압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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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ROV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전원공급시스템 구성도

Fiber CAN : 선상제어실과 ROV간의 광통신을 수행하기위하여 ROV내 설치된다. 내

부에는 광변환기(Fiber Optic Converter) 및 Ethernet통신용 HUB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또한 Fiber CAN도 수압을 견디는 내압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Control CAN : ROV에 설치된 각종 센서류 및 카메라, 제어용 RELAY등을 제어하는 

회로부의 모든 부품들이 구성되어 있다. 

② 기초설계를 위한 기존장비(T800) 분석

PDU 구성 및 사양

- 용량 : 460 kVA

- 1차전압 : 400, 420, 460, 480VAC, 60Hz

- 2차전압 : 4,160VAC(100m이내 사용 시), 4,360VAC(2,800m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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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U-1 PDU-2 PDU-3 PDU-4 PDU-5

Power
Inlet

HPU
Power

STBD
Water Pump

Power

PORT
Water Pump

Power

Instrumnet
&

HV J/B

[표 3-20] PDU 구성표

PDU 내부 주요 구성 부품 및 기능

주요부품명 기능 및 역활 비   고 모델명(제조사)

Power 
Analyzer

공급되는 전원의 전압, 전류, 
주파수, 유효-무효전력량의 순
시, 평균, 최대의 값,역률, 시
간과 날짜를 감시함.

Volts, Amps, kW, kVA, 
kVAr, Hz, kWh, kVArh, KVA 
Peak, kW Peak, Avg. KVA, 
AvgKVAr, THDF, Date, Time

VIP Power Analyzer
(EIControl)

Phase 
Monitor

3상 전원의 전압 불균형, 상
손실, 역상전압, 저전압을 감
시함.

Alarm Indicating Lamp
Control Relay

3UG3013-1BR60
(Siemens)

Transformer
각 판넬별로6개의 이 구성됨
(T1~T6)

T6는 안전을 위하여 E-stop 
relay를구동함

Cable Limiter
회로의 단락과 전선의 허용전
류 이상의 전류로부터 회로 
보호함

퓨즈는 전선단락만 보호함

Soft Start 
Controller

HPU구동시 급격한 전력발생
이 일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인버터보다 간편한 구조임
3RW3484-ODC34

(Siemens)

Ammeter
공급되는 전원의 전류를 표시
함

Hour Meter
Soft Start기동완료 후 실제 
전원이 공급된 시간을 표시함

Overload Trip 
Indicator

과전류로 인한 기동 실패 시 
램프가 점등.

열동형(Thermal Type)

Soft Start Fail 
Indicator

“Soft Start”기동 실패 시 램
프가 점등.

[표 3-21] PDU 주요부품의 기능정리표(HPU, WATER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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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품명 기능 및 역활 비   고 모델명(제조사)

Instrument 
Power Varistor

Varistor는 순간적인 고전압
(Spikes)로 부터 회로를 보호함.

Transformer 2차측 에 
연결됨. 

Instrument 
Power 

Transformer

Torroidal형태의 승압트랜스임.
ROV내 계기, 센서에 전원을 
공급함.

1차 : 400~480VAC
2차 : 2,000VAC
용량 : 6KVA

Ground Fault 
Monitor

ROV에공급되는 전원에 절연
저하, 케이블 소손으로 인한 
지락을 감시함.

Transformer 2차측 에 
연결됨. 

KPM163/CH163-2
(Megacon)

Signal 
Amplifiers

PDU내의 각종 장비의 전압/
전류 입출력을 받아서 PC에 
전송함.

PDU의 전력상태, 
GFM등 정보를 수집, 
전송하는역활임

Analog Signal Converter
(ABB)

Current Sensor
ROV에공급되는 전원의 전류
를 측정함.

75A 대용량 3개
INSTRUMENT–5A

1003/1004/1005
(AAC)

Conductor 
Loss  Sensor

ROV에 공급되는 전원의 상전
류의 불균형을 감지하는 센서임

20A 대용량 3개
1003/1004/1005

(AAC)

Ammeter 공급되는 전원의 전류를 표시함

Hour Meter
Soft Start기동완료 후 실제 
전원이 공급된 시간을 표시함

Overload Trip 
Indicator

과전류로 인한 기동 실패 시 
램프가 점등.

열동형(Thermal Type)

Soft Start Fail 
Indicator

“Soft Start”기동 실패 시 램프
가 점등.

Emergency 
Stop Circuit

PDU 전원의 이상동작 시 전
원을 차단하기 위함.

“E_Stop”후에는 수동
으로 Reset을 하여야 함.

Remote Start 
and Indicator

ROVInstrument 회로를 원격
기동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램프.

• Instrument Start  
Circuit

• ROV HPU Start 
Circuit

• Water Pump Start 
CIrcuit

[표 3-22] PDU 주요부품의 기능정리표(Instrument & HV 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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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장비(T800) 사용전력 분석

POWER Phase &Capacity

 ROV INSTRUMENTS  2000Vac, 1-Phase,  5.5[kVA]

 ROV 300SHP HPU MOTOR  2000Vac, 3-Phase, Δ-Y  490[kVA]

 ROV 250SHP STBD WATER PUMP  2000Vac, 3-Phase, Δ-Y  400[kVA]

 ROV 250SHP PORT WATER PUMP  2000Vac, 3-Phase, Δ-Y  400[kVA]

 Total   1295.5[kVA]

[표 3-23] 기존장비(T-800) 총 전력 분석표

POWER Phase &Capacity

 Light dimmer circuits  120Vac, 1-Phase  3.0[kVA]

 Fiber, Control, J-Boxes for 
 Instruments  120Vac, 1-Phase  1.0[kVA]

 Solenoid Power(STBD)  29Vac,1-Phase, DC +28V  490[VA]

 Solenoid Power(PORT)  29Vac,1-Phase, DC +28V  490[VA]

 Solid State Relay  22Vac,1-Phase, DC +24V  485[VA]

 Total  5,495[VA]

[표 3-24] 기존장비(T-800) Instruments 전력 분석

(아) 수중 유압공급장치 상세 설계 - ㈜레베산업/대양전기공업(주)/울산대/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유압(파워)팩 사양 선정 및 구조 개념설계

유압필터 사양 선정 및 구조 개념설계

- 기존장비(T800) 시스템에 사용된 유압필터 자료를 근거로 PARKER와 NORMAN사 

필터 유량특성 데이터를 검토하여 필터 선정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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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NORMAN사 50GPM급 유압필터 차압대비 유량 데이터

그림 126은 NORMAN사 50GPM급 유압필터에 한 차압 비 유량 데이터를 보여주

고 있으며, glass fiber 소재에 비해 스테인레스 메쉬 소재 엘리먼트가 차압이 낮으며, 

50GPM 정도에서도 10PSID 이하로 낮은 차압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26 그래프 아래에 있는 차압식은 기준 점도값 SSU 100 오일에 한 차압 데

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점도와 비중값을 가지는 유체에 한 상 적인 차압값을 

추정할 수 있는 계산식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127은 PARKER사  유압필터에 한 유량 비 차압, 입자 사이즈별 여과효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27의 오른쪽 그래프는 입자 여과효율을 베타율(β율)과 제거효율로 나타낸 것

이며, T-800 시스템에 사용되는 여과도 10과 20㎛ 필터를 고려하면 99.5% 이상의 여

과효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여과효율은 필터 전단의 입자수와 필터를 통과한 필터 후단의 입자수에 

한 비로 계산되며, 베타율과 제거효율로 표시됨

베타율과 제거효율의 관계를 그림 128에 나타내었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예를 들어, 

특정 x사이즈 입자가 100,000개 필터를 통과하여 50,000개가 통과한다면, 베타율은 

‘2’가 되고 제거효율은 ‘50%’가 됨

일반적으로 오일청정도를 표시하는 규격은 ISO CODE로 그림 129과 같이 3단계로 

표시되지만, 4㎛을 제외한 6과 14㎛ 이상의 입자수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함

앞서 언급된 수중 유압팩 리저버내 오일의 등급이 'ISO CODE 14/10' 정도로 이는 

그림 129의 우측 등급별 적용 수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보제어밸브에 사용되는 오

일 이상에 상당하는 것으로 엄격한 청정도 관리가 요구되는 오일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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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PARKER사 WPF series 유압필터 유량대비 차압, 입자 사이즈별 여과효율

[그림 3-40] 필터 여과효율(베타율과 제거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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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오일청정도 ISO CODE 표시와 등급별 적용 수준

개발할 유압필터 구조에 한 개념도를 그림 130에 나타내었으며, 기본적인 바디 와 

엘리먼트 재질, 여과도, 사이즈 등의 자료로 부터 필터 헤드와 바울, 엘리먼트에 

한 국산화 설계와 개발이 가능함

[그림 3-42] 개발 유압필터 구조에 대한 개념도

앞서 언급된 국외 유압필터 사양, 유량 비 차압, 제거효율, 오일 청정도 등급 자료

들을 바탕으로 선정한 개발 수중 유압공급장치에 적용할 유압필터의 기본설계 사양

들을 표 42에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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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항목 사양 수량

1
Filter 1 size 2", Non-bypass, 펌프 출력 1차

1set
element Nominal 20micron, SST Mesh

2
Filter 2 size 2", Non-bypass, 펌프 출력 2차

1set
element 10micron, Abs.

3
Filter 3 size 2", 50PSI(bypass), 리저버 리턴용

1set
element 10micron, Nominal

[표 3-25] 개발 수중 유압공급장치용 유압필터 기본설계 사양

② 밸브팩 사양과 구조 개념설계

그림 131의 상부에 그려진 T-800 시스템의 밸브팩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림 131의 

하부에 개발 수중유압공급장치용 밸브팩 사양과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음.

압력보상형 케이스 설계, 재질선정, 판재성형, 절삭가공, 용접, 표면처리, 조립 등과 

같은 공정들에 해서는 국산화가 가능한 부분이며, 과제 2차년도 초반에 밸브팩 내

부에 조립될 솔레노이드밸브, 비례제어밸브, 센서류, 커넥터류 등에 한 상세 자료

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밸브팩 부품들에 한 상세설계가 이루어질 계

획임

[그림 3-43] 개발 수중유압공급장치용 밸브팩 사양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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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중 유압공급장치용 기본 부품 BOM 도출

개발 수중 유압공급장치에 소요될 전체적인 부품들의 현황을 알아보기 쉽도록,  앞

서 조사, 검토,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도출된 기본적인 부품들의 사양을 표 43에 정

리하여 부품 BOM(Bill Of Material) 형식으로 나타내었음

유압팩을 제외한 나머지 유압필터와 밸브팩들은 2차년도부터 상세설계를 통해 국산

화 개발할 계획이며, 유압팩은 2차년도에 국외 제품 샘플 구매를 통해 조사와 검토, 

실험을 통해 구매와 개발 사항들을 구분, 결정하여 진행할 계획임

순번 품명 재질 사양 수량 비고

1 유압팩 - 250kW 1set 구매+제작

1-1 모터 하우징: Aluminium alloy 250kW,내부절연유 1ea 구매

1-2 펌프 주강or ductile iron 255kW, 350bar, 390LPM 1ea 구매

1-2 리저버 STS316 50~60Liter 1ea 제작

1-2 압력보상기 STS316 11Liter, 스프링+다이아프램 1ea 제작

2 필터 1 STS316 2”, non-bypass 1ea 제작

2-1 엘리먼트 STS mesh Nominal. 20micron 1ea 제작

3 필터 2 STS316 2”, non-bypass 1ea 제작

3-1 엘리먼트 STS mesh+glass fiber Abs. 10micron 1ea 제작

4 필터 3 STS316 2”, 50Psi-bypass 1ea 제작

4-1 엘리먼트 STS mesh Nominal. 10micron 1ea 제작

5 밸브팩 STS316
10stations manifold

내부 절연유+압력보상형 케이스 
4set 제작

[표 3-26] 개발 수중 유압공급장치용 소요 부품 BOM

④ 수중 유압공급장치 3D 모델링과 구성

수중 유압공급장치에 소요되는 장치와 부품들의 개별 형상,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132, 그림 133와 같이 개념설계에서 도출된 형상 데이터들

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3D 모델링과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었음.

유압팩의 펌프에서 가압된 오일은 3단계의 유압필터를 거치면서 입자와 수분이 제

거되면서 청정한 상태가 되고, 밸브팩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적으로 제어되는 방향전

환밸브(솔레노이드밸브)를 통해 유압이 자동밸브, 추진기, 유압툴, 조정 카메라, 매니

퓰레이터 등에 공급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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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개략적인 수중 유압공급장치 소요 장치 및 부품 3D 모델링

[그림 3-45] 수중 유압공급장치 전체 구성과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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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중 유압공급장치 부품별 설계

Solenoid control manifold #1 (SCM #1)

[그림 3-46] SCM #1 SOLENOID VALVES

- 방향제어밸브는 각 장치마다 같은 설정 값을 적용 해 같은 움직임을 가짐 

- 그림 26을 보면 초기에 방향제어 밸브는 스프링이 작동하고 있어 PORT MANIPULATOR 

JAW의 실린더는 완전히 후진되어 있음. 또한 PORT MANIPULATOR WRIST ROLL

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PORT MANIIPULATOR WRIST PITCH는 최 한 높게, 

PORT MANIPULATOR FOREARM ROLL은 시계방향, PORT MANIPULATOR 

ELBOW PITCH는 아래에, PORT MANIPULATOR SHOULDER PITCH는 높게, 

PORT MANIPULATOR SHOULDER YAW는 오른쪽으로 이동 

- 카메라 기울기는 위로, 카메라 팬은 왼쪽으로 움직임 

- 각 방향제어밸브는 교축밸브에 의해 유량이 제어되고,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그 

반 의 운동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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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noid control manifold #2 (SCM #2)

[그림 3-47] SCM #2 SOLENOID VALVES 회로

- 방향제어밸브는 각 장치마다 같은 설정 값을 적용 해 같은 움직임을 가짐

- 그림 27의 SCM #2 회로를 보면 초기 방향제어 밸브는 스프링이 작동하고 있어 

STBD MANIPULATOR JAW의 실린더는 완전히 후진되어 있음. 또한 STBD 

MANIPULATOR WRIST ROLL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STBD MANIPULATOR 

WRIST PITCH는 최 한 높게, STBD MANIPULATOR FOREARM ROLL은 시계방향, 

STBD MANIPULATOR ELBOW PITCH는 아래에, STBD MANIPULATOR SHOULDER 

PITCH는 높게, PORT MANIPULATOR SHOULDER YAW는 오른쪽으로 이동. 

- CABLE CUTTER는 RETRACT 되고 CABLE CUTTER ANVIL와 CABLE GRIPPER은 

열림.

- 각 방향제어밸브는 교축밸브에 의해 유량이 제어되며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그 반

의 운동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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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noid control manifold #3 (SCM #3)

[그림 3-48] SCM #3 SOLENOID VALVES

- 그림 28에 나타난 회로를 보면 방향제어밸브는 각 장치마다 같은 설정 값을 적용 

해 같은 움직임을 가짐

- 초기 방향제어 밸브는 스프링이 작동하고 있어 CABLE DEPRESSOR은 STOW가 됨. 

또한 PORT JETTER ARM은 STOW, STBD JETTER ARM은 STOW, PORT JETTER 

ARM은 넓어지고, STBD JETTER ARM 또한 넓어짐 

- FWD RETURN MANIFOLD에 연결된 카메라 기울기는 위로, 카메라 팬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또한 TO AUX RETURN MANIFOLD에 연결된 카메라 기울기는 위로 움

직임

- 각 방향제어밸브는 교축밸브에 의해 유량이 제어되며,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그 

반 의 운동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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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thruster control manifold

[그림 3-49] FWD THRUSTER CONTROL MANIFOLD

- 방향제어밸브는 각 장치마다 같은 설정 값을 적용 해 같은 움직임

- 각각의 방향제어밸브는 VERT FWD STBD THRUSTER, HORIZ FWD STBD 

THRUSTER, VERT FWD STBD THRUSTER, HORIZ FWD STBD THRUSTER에 연

결되어 THRUSTER을 제어함 

- FWD RETURN MANIFOLD에 연결된 카메라 기울기와 팬 방향을 조절 할 수 있고 

두 개의 CABLE LOCATOR은 STOW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오리피스에 의해 

STOW와 DEPLOY의 속도가 다름  

-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이와 반 의 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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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ruster control manifold

[그림 3-50] AFT THRUSTER CONTROL MANIFOLD 

- 방향제어밸브는 각 장치마다 같은 설정 값을 적용 해 같은 움직임을 가짐. 

- 그림 30에는 AFT THRUSTER CONTROL MANIFOLD 유압회로를 나타냈고 각각의 

방향제어밸브는 VERT AFT STBD THRUSTER, HORIZ AFT STBD THRUSTER, 

VERT AFT PORT THRUSTER, HORIZ AFT PORT THRUSTER, AFT THRUSTER 

ISOLATION VALVE에 연결되어 THRUSTER을 제어함 

- STBD WATER PUMP THROTTLE은 감소하고, PORT WATER PUMP THROTTLE 

역시 감소한다. 방향제어밸브는 교축 밸브에 의해 유량이 조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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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중 워터젯 기술 상세 설계 - ㈜케이티서브마린/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Jetting arm의 성능 분석

기존 사용중인 ROV T-800모델의 Jetting 성능 분석을 위해 CFD해석을 수행함

설계 상 Jetting arm의 제원 및 CFD모델과 펌프사양은 다음과 같음

[그림 3-51] Jetting arm CFD해석모델(경계조건 표시)

펌프도면 펌프성능곡선

[그림 3-52] 펌프제원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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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력 유량 압력

Low Pressure 
water pump

250HP
840m3/h

(최대 930m3/h)
7Bar

(최대 8Bar)

[표 3-27] 워터펌프 성능사양

펌프의 최적 유량을 고려한 Jetting arm의 CFD해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유동스트림(유속표시) 노즐외부압력

[그림 3-53] Jetting arm CFD해석결과

구분 Jetting 노즐
Backwash 노즐

No.1 No.2 No.3

유속(m/s) 48.6 29.5 29.5 36.2

압력(kPa)
1,257 

(약 13Bar)
560.0

(약 5.6Bar)
560.0 

(약 5.6Bar)
900.0 

(약 9.0Bar)

유량(m3/h) 35.0 40.9 41.0 338.0

비고
- Jetting 노즐은 직경이 동일하므로 해석결과의 평균값을 표시
- 노즐외부 압력의 전달거리는 약 0.05m

[표 3-28] 해석결과

해석결과 노즐 외부 압력의 전달거리가 설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므로 노즐의 사

양변경을 통해 설계 목표치만큼 필요한 유량과 노즐의 적정갯수 및 직경 등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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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Jetting arm의 노즐 사양변경에 따른 성능분석 및 검토

설계변수 및 해석 Case의 설정

- Jetting 성능 분석을 위해 Jetting Pipe부분의 유량을 변화시켜 CFD해석을 수행함.

- 설계변수는 노즐의 개수와 그에 따른 직경, 사용유량 등이 있음

해석대상 Jetting arm의 Jetting Pipe 부분

노즐갯수 8∼15기

노즐직경 18∼24mm

유량 420∼1,260m3/h

비고
- 각 노즐의 단면적은 동일하며, 노즐갯수에 따라 노즐직경이 변화함
- 유량은 현재 사용량에서부터 수중펌프 최적용량의 1.5배까지 고려함 (수중

펌프 최적용량=840m3/h)

[표 3-29] 설계변수

- 노즐의 개수와 직경에 따른 Jetting arm의 형상은 다음과 같음

Jet Nozzle 8기 Jet Nozzle 12기 Jet Nozzle 15기

[그림 3-54] Jetting arm(Jet Nozzle 8~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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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수에 의한 해석Case는 다음과 같음

노즐갯수
(EA)

직경
(mm)

유량(m3/h)

420 630 840 1,260

8 24 Case-1 Case-2 Case-3 Case-4

12 20 Case-5 Case-6 Case-7 Case-8

15 18 Case-9 Case-10 Case-11 Case-12

[표 3-30] 설계변수에 따른 해석Case의 결정

각 Case별 CFD 해석

- Jetting arm의 CFD 해석 모델 및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음

Jet Nozzle 8기 Jet Nozzle 12기 Jet Nozzle 15기

[그림 3-55] Jetting arm CFD해석모델(경계조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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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해석 결과

- 노즐 8기를 장착한 Jetting arm의 경우

Case-1 Case-2

Case-3 Case-4

[그림 3-56] Jetting arm CFD해석결과(노즐 8기 사용시 관 내외부 압력분포)

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유속(m/s) 33.2 49.7 66.2 99.1

압력(kPa) 544.0 1,223 2,170.4 4,844.0

유량(m3/h) 52.5 78.8 105.0 157.5

비고 노즐 1기당의 평균적인 결과값

[표 3-31] 해석결과(노즐8기/직경2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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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즐 12기를 장착한 Jetting arm의 경우

Case-5 Case-6

Case-7 Case-8

[그림 3-57] Jetting arm CFD해석결과(노즐 12기 사용시 관 내외부 압력분포)

구분 Case-5 Case-6 Case-7 Case-8

유속(m/s) 30.7 46.1 61.4 92.2

압력(kPa) 480.9 1,082.9 1,924.6 4,329.9

유량(m3/h) 35.0 52.5 70.0 105.0

비고 노즐 1기당의 평균적인 결과값

[표 3-32] 해석결과(노즐12기/직경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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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즐 15기를 장착한 Jetting arm의 경우

Case-5 Case-6

Case-7 Case-8

[그림 3-58] Jetting arm CFD해석결과(노즐 15기 사용시 관 내외부 압력분포)

구분 Case-9 Case-10 Case-11 Case-12

유속(m/s) 30.4 45.7 60.9 91.3

압력(kPa) 478.9 1,078.3 1,916.2 4,312.7

유량(m3/h) 28.0 42.0 56.0 84.0

비고 노즐 1기당의 평균적인 결과값

[표 3-33] 해석결과(노즐15기/직경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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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 노즐의 개수 및 직경을 조정하여 CFD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Jet Nozzle 8기 Jet Nozzle 12기 Jet Nozzle 15기

[그림 3-59] Jetting arm CFD해석(Jetting 유량 1,260m3/h)

- 노즐 외부로 워터젯의 분사압력이 전달되는 거리는 다음과 같음

노즐개수 노즐직경 Jetting 유량 압력전달거리 노즐팁 압력

8기 24mm 1260m3/h 0.5m 5,337kPa(54Bar)

12기 20mm 1260m3/h 0.3m 5,177kPa(52Bar)

15기 18mm 1260m3/h 0.25m 4,991kPa(50Bar)

비고 압력전달거리는 100kPa 기준

[표 3-34] 노즐외부 분사압력

- 노즐 개수를 줄이고 직경을 늘이면 분사압이 커지고 압력이 전달되는 거리는 늘어남.

- 반 로 노즐 개수를 늘이고 직경을 줄이면 전달거리는 줄어들지만 압력이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 동일유량에 하여 노즐 개수를 줄이고 노즐 직경을 늘이면 분사압력은 커지지만 

압력이 고르게 분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압력분포의 범위와 노즐분사거리의 목표치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노즐의 개

수는 약 12기, 직경은 20mm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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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압 기반 수중 작업공구 기술 상세 설계 – 한국도키멕(주)/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케이블 커터/그리퍼 외형 및 도면 제작

[그림 3-60] 케이블 커터 외형 스케치 및 도면

[그림 3-61] 케이블 그리퍼 외형 스케치 및 도면

② 테스트 유니트 설계/제작

㉮ 테스트 유니트의 구성

본 테스트 유니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면 하나는 펌프 모터의 작동으

로 압력을 생성하는 압력 발생장치부와 다른 하나는 솔레노이드 밸브 및 압력스위

치 등으로 생성된 압력을 제어하는 압력 제어장치부임

압력 발생 장치부는 무부하 테스트용 저압(210K) 발생장치부와 부하 및 내압 테스용 

고압(700K) 발생 장치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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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발생장치
(700K)

저압 발생장치
(210K)

압력 제어장치

[그림 3-62] 케이블 커터/그리퍼 테스트용 유니트

㉯ 테스트 유니트의 설계 순서

사용 압력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계 장치부(액튜에이터)에서 요구되는 추력을 파악함

(펌프의 형태선정, 피스톤 타입, 베인타입, 기어타입 등).

기계 장치부(액튜에이터)의 동작 메카니즘에 따라 압력제어 장치부의 구성요소를 결

정함( 솔레노이드 밸브, 유량제어밸브, 압력제어밸브, 압력스위치 등).

필요유량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계 장치부(액튜에이터)의 이송 속도를 파악함(펌프의 

용량 선정, cc/rev).

사용 압력 및 필요유량이 선정되면 주어진 값으로 전동모터의 용량을 계산함

㉰ 테스트 유니트의 설계

테스트 유니트는 수중건설 장비의 실제 운용에 앞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용도로써 실제 속도는 무시하기로 한다. 

무부하 테스트 용 저압(210K) 테스트 유니트

- 펌프 용량의 선정(Q) : 31cc/rev, 피스톤 가변용량형 (P31VFR : TOKIMEC)

- 토출 유량은 12.5LPM at　１７５０ｒｐｍ 으로 선정

- 사용 압력의 선정 (P) : 210K

- 전동모터의 선정

E= 펌프 토출 유량 (Q) x 사용압력 (P) / 612 / ɳ (펌프 전 효율)

12.5 lpm x 210k / 612 / 0.9 = 4.8 kw

→ 전동모터는 5.5kw/ 220(380)V /4P / 60Hz 로 선정한다.

- 부하 테스트 용 고압(700K) 테스트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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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용량의 선정(Q) : 토출 유량은 0.55LPM at　１７５０ｒｐｍ 

- 사용 압력의 선정 (P) : 700K

- 전동모터의 선정

        E= 펌프 토출 유량 (Q) x 사용압력 (P) / 612 / ɳ (펌프 전 효율)

            0.55 lpm x 700k / 612 / 0.9 = 0.7 kw

            → 전동모터는 0.75kw/ 220V /4P / 60Hz 로 선정한다.

탱크 용량의 선정

- 탱크 용량은 액추에이터 동작시 피스톤 부와 로드 부의 부피차이(△V) 또는 사용 

펌프의 용량으로 선정함. 본 테스트 유니트는 펌프 토출 유량의 5배수를 감안하여 

120 리터로 선정함

㉱ 테스트 유니트의 검사 

검사는 설계원안 로 제작되었는지, 성능은 제 로 발휘되는지 검증하는 절차이다. 

본 검사는 치수검사(VISUAL) 와 성능검사(PERFOMANCE) 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첨부 8, 9, 10과 같음

③ 거치용 구조물 상세 설계

[그림 3-63] 케이블 커터/그리퍼 거치용 구조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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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요소 기술 개발

① 수중 정  항법시스템 설계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그림 3-64] 수중 복합 항법시스템 구성

복합 항법시스템 구성

- IMU : 동체좌표계에서 3축 가속도 및 각속도 정보 제공

- DVL : 동체좌표계에서 3축 속도 정도 제공

- Depth sensor : 심도 정보 제공

- USBL을 활용하여 해저에서 위치보정을 수행

AHRS 신에 진북(true north) 획득 알고리즘 개발

- 기존에 부분의 (저가의) AHRS 센서의 경우 자기장센서를 이용하여 진북(true 

north)을 찾음

- ROV와 같이 복잡한 금속 구조물, 특히 내압용기 내부의 다양한 전기/전자 회로의 

영향으로 지구 자기장 외곡이 심하며 따라서 기존의 AHRS 센서가 정상 작동이 

않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속도 정보와 각속도 정보를 활용한 true north finding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자기장 외곡에 무관한 자세정보 획득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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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진북(true north) 획득 알고리즘 구성

항법센서 선정

- IMU 선정

모델명/제작사

성능항목
HG1700AG37/Honeywell 1750 IMU/KVH

비
고

Gyro type Ring Laser Gyro Fiber Optic Gyro
  Bias 1o/hr 1σ 1o/hr 1σ
  Angle Random Walk 0.125o/√hr max 0.012o/√hr max
  Operating range ±358 deg/sec ±490 deg/sec
Accelerometer RBA (resonating beam accelerometers) MEMS accelerometers
  Bias ≤1mg 1σ ≤1mg 1σ
  Velocity Random Walk 0.65fps/√hr max 0.27fps/√hr max
  Operating range ±12g ±10g
Weight 0.9kg <0.7kg
Power consumption <8W <8W
Supply voltages +15V and +5V 9~36VDC
Communication interface RS422 RS422

[표 3-35] IMU 센서 사양 비교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137

- DVL 선정

모델명/제작사

성능항목

WHN600/Teledyne RDI NavQuest 600/LinkQuest

비고

Velocity accuracy 0.2%±1mm/s 0.2%±1mm/s

Velocity resolution 1mm/s

Velocity range ±10m/s ±10m/s

Ping rate 7Hz max 5Hz max

Altitude 0.7~90m 0.3~140m

Weight 15.8kg TBD

Depth rating 3,000m 3,000m

Supply voltages 20~50VDC 24VDC

Power consumption 3W, 8W max 2~6W, 100W max

Standard sensors

Compass ±2o Compass ±2o

Tilt : ±0.5o up to ±15o Tilt : ±0.5o up to ±15o

Temperature : -5o to 45o Temperature : -5o to 45o

Communication interface RS232 or RS422 RS232 or RS422

[표 3-36] DVL 센서 사양 비교

② 수중 유압매니퓰레이터 제어 기술 개발 - 포스텍 

㉮ 중작업용 수중 유압매니퓰레이터 자료조사

ROV 종류에 따른 매니퓰레이터 활용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138

종류 ROV 특징 및 사용용도

Observation-class 
ROV

- 수중 관찰 및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ROV
- 크기가 작은 편이며, 전기로 구동되는 형식이 많음
- 기본적으로 매니퓰레이터는 장착하지 않으며, 장착할 경우 전기 구동 방식의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함

Work-class ROV

- 수중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ROV
- 작업 용도에 따라서 크기 차이가 크며, 크게 전기구동 방식과 유압구동 방식

으로 나눔
- 기본적으로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하고, 2개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도 많음

ROV Trencher

-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 매설을 위한 ROV
- 케이블 절단, 유지관리 및 장애물 처리 등을 목적으로 매니퓰레이터를 운용
- Rock trencher의 경우 cable 매설을 위해 케이블을 들어올리기 위한 용도로 

운용

[표 3-37] ROV 종류에 따른 매니퓰레이터 사용용도

수중 작업환경에서 매니퓰레이터의 종류 및 역할

[그림 3-66] 수중 매니퓰레이터의 역할

- 매니퓰레이터의 역할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시설물 관리, 시료 채취 등의 적은 힘과 정교한 작업을 필요로 할 경우 전기 구동 

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며,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고 케이블을 자르는 등의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엔 유압 구동 매니퓰레이터를 사용.

- 최근 들어, 종류에 상관없이 ROV에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함으로서,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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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작업용 매니퓰레이터 발전 추세

[그림 3-67] 수중 중 작업용 매니퓰레이터의 추세

- 현재 사용되는 중 작업용 ROV 30 에 해서 매니퓰레이터 장착 개수 및 현황을 

확인.

- 전체의 46%(14 )가 매니퓰레이터가 장착되지 않았으며, 이는 waterjet을 사용하는 

trencher 계열의 ROV가 다수를 차지함.

- 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는 54%(16 ) 중에서 10%(3 )만이 하나의 매니퓰레이터만을 

장착하였으며, 나머지 44%(13 )는 2개의 매니퓰레이터를 하나의 ROV에 장착하

였음.

- 듀얼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한 44%의 경우 부분이 work-class ROV이었으며, 이는 

수중 작업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매니퓰레이터 작업이 필요할 경우가 많은 이

유임.

- 듀얼 매니퓰레이터의 경우, 같은 제품의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하는 경우가 69%(9 )

로서 서로 다른 제품의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하는 경우 (31%-3 )보다 월등이 많음.

- 이는 좌우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서, 무게 중심 유지 및 조작의 용이성을 위

한 조치.

- ROV의 무게가 무거운 중 작업용 ROV의 경우 매니퓰레이터의 무게 비중이 작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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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중작업용 매니퓰레이터의 종류와 특징

[그림 3-68] 수중 중 작업용 매니퓰레이터의 종류와 특징

- 수중 매니퓰레이터는 크게 schilling robotics社와 Kraft 社의 제품이 많이 사용됨.

- 수중 중 작업용 매니퓰레이터는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압 구

동 매니퓰레이터 제품을 주력으로 제작하는 schilling robotics社의 제품이 많이 사용 됨.

- 유압 기반 매니퓰레이터의 경우 150kg ~ 500kg의 하중까지 매니퓰레이트 할 수 있

으며, 4자유도 이상의 자유도를 가짐.

- Work-class ROV의 경우 부분 2개 이상의 듀얼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조작 방법으로는 크게 p 방식과 r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p 방식은 position(위치)

제어 방식이고, r방식은 rate(속도) 제어 방식을 말함.

- 수중 중 작업을 위하여 가장 많이 팔리는 schilling robotics社의 orion 7p 제품을 기

반으로 설계

Trencher 종류에 따른 매니퓰레이터 용도

- Rock trencher: 그림 5와 같이 rock trencher의 경우 땅을 직접적으로 파내기 때문에 

작업 시 케이블 및 파이프를 들어 올려야 함. 이 때문에 rock 매니퓰레이터는 고 

출력의 유암 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함.

- Waterjet trencher: 그림 6과 같이 작업 시 필수적으로 매니퓰레이터가 필요하지는 않

음. 하지만 케이블 위치 조정 및 장애물 처리를 위하여 매니퓰레이터가 달려 나오

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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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Rock trencher에서의 매니퓰레이터용도

[그림 3-70] Waterjet trencher에서의 매니퓰레이터용도

㉯ Visual assistance를 위한 카메라 구성

수중 카메라 종류

종류 ROV 특징 및 사용용도

Mono camera
- 하나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전체 환경 정보 출력
- 주변 작업 환경이나 전체적인 manipulator 위치 정보를 얻는데 적합
- 대부분의 ROV에 필수적으로 장착

Stereo camera

- 고정된 초점을 가지는 소형 고해상도 모션 비전용 카메라
- 어느 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하는데 사용
- 작업 환경이 용이할 시, 사물과의 거리 정보나 feature 등을 뽑을 수 있음 

(visual assistance 를 위한 정보)

Arm camera

- Manipulator end-tip 근처에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됨
- Arm-wrist에서의 화면정보를 사용자에게 출력함으로써, 정밀한 작업 수행 시 

매우 유용
- Schilling robotics 에서 제품에 호환되는 system 판매

[표 3-38] 수중 카메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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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assistance용 카메라 구성

[그림 3-71] Stereo 카메라의 거리 위치 측정 방법

- Visual assistance: 카메라로 들어오는 정보를 이용하여 ROV가 앞의 장애물 또는 물

체의 3차원 정보를 얻어 사용자의 작업에 도움을 주는 것.

- Visual assistance를 위해서는 카메라를 통하여 3차원 vision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3차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  이상의 거리가 떨어진 카메라로부터 Essential 

matrix를 구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두 카메라간의 거리 정보와 초점거리 제한이 있음.

- 두 모노 카메라와 두 카메라와의 거리나 이를 최적화한 스테레오 카메라가 필요

[그림 3-72] Visual assistance를 위한 카메라 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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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HDR 카메라 구성

Mono camera
- 1개 또는 독립된 여러 개의 Mono camera를 이용하여 ROV의 주변 환경을 

사용자에게 전송
- 대부분의 observation-class와 일부 Trencher가 해당

Stereo camera

- Stereo camera만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Mono camera: 주변 환경을 사용자에게 전송
- Stereo camera 및 wrist camera: 작업환경의 시각정보 및 거리정보를 사용자

에게 전송
- Work-class 와 일부 Trencher 가 해당됨
  · Manipulator 작업용
  · Cable tracking 확인용

[표 3-39] HDR 카메라 구성

수중 라이트 구성

[그림 3-73] 수중 라이트 구성

- 카메라 시스템과 동일하게 주변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와 작업환경을 위한 조

명으로 구분 됨.

- ROV 회사마다 다른 라이트를 사용하나 크게 수중 환경 체크용 라이트와 작업 환

경용 라이트로 나눠짐.

- 카메라를 이용하여 visual assistance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조명의 역할이 필요함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작업환경(work-space) 검증 및 듀얼 매니퓰레이터 제어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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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검증 및 듀얼 매니퓰레이터 제어환경 구성

- ROV에서의 매니퓰레이터 최적 위치선정 및 작업환경 체크는 매니퓰레이터의 적용

범위(application) 및 듀얼 매니퓰레이터의 협동 작업환경(co-work space)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임.

- 하지만, 실제로 이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므로, 시뮬레

이터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작업 환경 확인을 위한 Matlab 환경에서의 환경 체크.

- SimLab 社의 robotics lab.을 이용한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를 검증.

유압 매니퓰레이터 3D 도면작업

-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schilling robotics社에서 제공되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3D CAD 

tool을 이용하여 직접 모델링.

- 각 조인트간의 maximum angle 및 singular condition 적용.

- 모델링 상: schilling robotics社- Orion 7p

[그림 3-74] Schilling robotics社-Orion 7p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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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Schilling robotics社-Orion 7p-3D modeling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 Robotics Lab.을 통한 realtime 시뮬레이션 환경 제어 환경 구성.

- 3D CAD 파일로 작성된 매니퓰레이터 파일을 Robotics Lab. 시뮬레이터 환경에 이식.

- Schilling robotics社- Orion 7p 정보를 이용하여 jacobian matrix 생성 및 이를 이용한 

기구학적 해석 완료.

- 사용자 desired input(cartesian position)에 따라 joint angle control이 적용 가능하며, 

PID 뿐만 아니라 여러 상위 제어기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그림 3-76] Robotics Lab.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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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Robotics Lab.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제어(ㅁ자 trajectory tracking)

③ 센서장비 선정 및 구매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LED Matrix-3 라이트

항목 사양

LED Matrix-3
(DeepSea Power & Light/영국)

Depth rating 6,000m

Color Red, White, Blue

Lumens in the water
18,000 lumens typical
40% greater than 400W HMI

Beam Pattern Flood: 77o/Medium: 30o

Dimming AC phase control dimmer

Power supply
150-250VAC@50/60Hz,
200-300VDC, 375W max

Weight 3.98/1.84 kg

[표 3-40] LED Matrix-3 라이트 사양

구매중작업용 로봇의 수중 작업환경, 작업임무 관련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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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SS109HT
(SIDUS/미국)

Depth rating 10,000ft

Torque 14 foot pounds/19 Nm (each axis)

Rotation speed Selectable up to 20deg/sec

Gear backlash 36 arc minutes

Scan range
360 deg pan axis
180 deg tilt axis

Operating power 24VDC@1.2A max

Weight 4.2/2.7 kg

[표 3-41] SS109HT 팬틸트 사양

(타) 선상 관제체계 구축 - ㈜솔탑/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중작업용 로봇의 수중 작업환경, 작업임무 관련 자료조사

첨부 11을 참조

②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운영개념 정립

[그림 3-78] ROV 선상관제 운용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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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중작업용 로봇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작업 계획부터 실제 작업 후 복귀

까지 일련의 복잡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며, 각 단계 별 업무 절차 및 작업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제시스템은 플랫폼통제, 작업통제, 항법통

제, 센서장비 통제의 4가지 부 통제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통제 컴퓨

터는 랙에 장착되며 각각의 상호 통제를 위한 S/W 인터페이스를 갖게 됨

플랫폼 통제 : 각 서버통제(플랫폼/작업/항법/센서장비 통제) 시스템들의 상태, 인터

페이스의 상태, ROV 로봇의 상태 등 시스템 전반의 상태 및 제어기능을 통제하는 

부 시스템임

작업 통제 : ROV의 주 작업에 한 제어 및 모니터링을 통제하며, 굴착작업, 매니풀

레이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서 및 장비들의 제어를 주로 표시하고, 중앙에 카메

라 영상과 ROV 자세 정보를 겹쳐서 표시됨

항법 통제 : 로봇의 이동 간 자세 및 방향을 표출하고 주변 상황 판단을 위한 정보

를 제공한다. 해저 지형 정보가 있을 경우 함께 3D 영상으로 구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개발 비용이 발생함

센서장비통제 : ROV 장착 센서장비들의 정보를 표출한다.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각 

장비를 전환하여 상세 내역 및 제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선상 관제 랙 : 19인치 표준 랙을 사용하며 각 부 통제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광통

신 모뎀 및 UPS가 설치된다. 부 통제 컴퓨터는 용도에 따라 별도의 하드웨어 컴퓨

터로 구성할 수도 있고 1개의 고성능의 컴퓨터로 구성할 수 있음

구분 용도

통제 컴퓨터
센서장비, 작업, 플랫폼, 항법 통제의 각 부 통제의 기능을 위한 컴퓨
터를 개별 구성하구나 1~2개의 고성능 컴퓨터로 구성한다.

KVM Switch & Monitor 통제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한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스위치

Gigabit Switch 내부 Ethernet 인터페이스 장치

FO Modem ROV로부터 인입된 통합 광통신 모뎀과 Ethernet 변환 장치

UPS
선상에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장치로 장비의 전원 소모량과 정
전시 운용 시간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이 결정된다.

[표 3-42] 선상관제 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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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로봇 플랫폼 및 센서장비 사양 및 인터페이스 사양 분석

ROV 로봇 플랫폼에 장착되는 센서/장비는 ADCP/DVL를 비롯한 10여개의 장비가 장

착되며 제어 및 정보 획득을 위한 S/W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제품 또는 제공되게 

개발 되어야 함

센서장비 인터페이스 분석

장비 용도 인터페이스 Command Telemetry

ADCP/
DVL

유속 프로파일 측정 
장치로 해류의 
속도를 측정

Ethernet
RS-485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

1. NMEA data 
format

2. Binary data
3. NMEA DVL data 

format

AHRS
ROV 자세 및 이동 

방향 감지
RS-232
USB

Hex command
첫 1 Byte로 구분함

1. Binary data

Altimeter
해수면으로부터 ROV 

까지의 거리 측정
RS-485
RS-232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1. ASCII
2. NMEA
3. DBT

Camera

카메라 제어
RS-485
RS-232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ASCII

가시영상, 
적외영상 촬영

Component-Analog
HD-SDI Digital

-
Digital video 

stream

Depth 
Sensor

해저면까지 거리 
측정

RS-485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
ASCII

Light 수중작업 광원 RS-485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
ASCII

Pan &Tilt
카메라, 라이트와 

같은 센스를 
장치하고 조향

RS-485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ASCII

Imaging 
Sonar

주변 물체 및 해저면 
지형 스캔

Ethernet(80m 이상)
VSDL(1000m 이상)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ASCII

Scanning 
Sonar

주변 물체 및 해저면 
지형 스캔

RS-232/485
Ethernet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ASCII

Thruster

자세제어 분사기로 
ROV의 자세 또는 

이동을 위한 
추진력을 발생시킴

RS-485
Analog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ASCII

USBL ROV 위치
Ethernet
RS-232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1. CSV
2. NMEA
3. AHRS

[표 3-43] 관제 장비 인터페이스 요약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150

④ 선상관제 S/W 프레임워크 설계

Monitoring & control 소프트웨어 처리/일반 개념

- 시스템은 큰 개념의 기능을 위한 개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시스템(또는 장비)들

의 유기적인 그룹이며, 이러한 시스템의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일반적

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그림 3-79] Monitoring & Control 소프트웨어 구조

- 이 구조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비별 통제,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베이스, 데이

터 구조 및 모델, 사용자 화면들을 모두 모듈화 하고 이러한 모듈 상호간의 인터페

이스를 공통 구조로 정의하여 시스템의 내부 구조의 변경이나 확장성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소프트웨어 공학 및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설계 툴, 컴파일러, IDE)의 발

전으로 인한 이와 같은 구조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접

하는 화면(GUI)은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여 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라 할 수도 있음

- Device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장비 또는 부 시스템으로 통제 상을 의미한다. 

Parser는 Device의 명령을 구성하거나 Device로부터 수집되는 상태 정보를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명령/상태 정의는 Device의 명령 및 상태 정보의 구문 정의 정보

를 가지고 있는 저장소이다. Repository는 Device로부터 수집된 최신 정보를 저장한

다. Data Cache는 Device의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시간 범위의 데이터

를 저장하는 저장소이다. Model은 Repository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 화면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듈로 Raw 데이터로부터 단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사

용자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View는 사용자 화면을 의미하며, 다양한 형태

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 데이터 모델로부터 아날로그시계나 전자시계로 

View를 구성할 수 있음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151

⑤ 선상관제 시스템 S/W 프레임웍 구성

ROV 시스템의 관제를 위한 분석된 센스장비들의 인터페이스와 상기 절에서 언급한 

Monitoring & Control 소프트웨어 처리 개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Framework 개

념을 도출하였음

[그림 3-80] ROV 선상관제 Framework 개념도

ROV에 장착된 모든 센서장비들은 통제실로 광통신으로 전달되며 Ethernet으로 변환

되어 관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입력된다. 입력된 정보는 장비들의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Virtual COM 또는 TCP/IP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관제 S/W ENGINE으로 입력

되어 처리되고 저장된 후 최종적으로 사용자 화면으로 표출되는 구조이다. 각 처리 

부분들은 모듈 형태로 설계/구현되어 확장성 및 유지보수성을 높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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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설명

Interface
센서장비와의 통신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모듈로 각 장비 별 1개의 객체가 
생성되어 동작하게 된다.

Parser/Composer
장비로부터 전송된 상태 및 센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장비 제어 명령을 
만들어 내는 모듈로 Telecommand&Teloemetry DB를 활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Model

장비로부터 전달된 상태 및 센서 정보를 사용자 화면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낸다. 실시간으로 전달된 데이터가 변경되면 화면으로 트리
거를 보내고 화면이 갱신되게 된다. 모델은 크게 3가지 형태를 가지게 된다. 
- Device Model : 장비 정보를 변환 및 단순 알고리즘을 통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모델.
- Combine Model : 2개 이상의 장비 정보를 조합하여 화면에 표시될 자

료를 산출하는 모델.
- Analysis Model : 저장되어 있는 과거 자료를 분석하여 Trend나, 특정 패

턴을 찾아내어 챠트나 통계 형태의 데이터를 산출하는 모델로 사용자 정
의 알고리즘이 있을 경우 이 모델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View
사용자 화면으로 Model로부터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달 받아 그래픽으로 
표출하고, 사용자가 키나 마우스로 입력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의 모델에 여러개의 View를 연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Telecommand & 
Telemetry DB

명령어 및 상태정보/장비정보 구성 데이터베이스로 명령어 세트나 장비로
부터 전송된 정보의 구성 형태를 분석/전의하여 DB화하고 Parser 및 
Composer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비의 명령어의 형태가 바뀔 경우 
모듈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DB만 변경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표 3-44] ROV 선상관제 모듈 구성

⑥ GUI 시안

관제시스템 화면 시안의 종합구성도는 다음과 같이 6개의 화면으로 구성한다. 전체

적으로 영상과 ROV 정보를 Overlay하는 구조를 가지며 최근 화면 설계 구조인 UX 

개념으로 시안을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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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 ROV 선상관제 화면 구성안

플랫폼 통제

[그림 3-82] 플랫폼 통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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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 통제

[그림 3-83] 항법 통제 시안

작업 통제

[그림 3-84] 작업 통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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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통제

[그림 3-85] 센서 통제 시안1

[그림 3-86] 센서 통제 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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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주요 연구 결과

(1) 플랫폼 기술 개발 – 대양전기공업(주) 

(가) 플랫폼 설계

① 플랫폼 형상 및 구성

㉮ 형상안

[그림 3-87] 플랫폼 형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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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형의 유체저항을 고려한 형상

유선형의 단점인 부력재 제작효율을 고려한 형상.

주요장비 상부탈착의 장점을 고려한 형상.

㉯ 플랫폼 크기 및 중량

[그림 3-88] 플랫폼 크기 및 중량

 

㉰ 주요장비 배치

[그림 3-89] 주요 장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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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 장비배치 평명도/정면도

워터젯과 유압공급장치 칭 배치

추진력 모멘트 극 화를 위하여 프레임 끝단 추진기 배치.

발라스트 용이성과 배선 길이 최소화를 위하여 압력용기류  중앙에 근접 일렬 배치.

평면도, 정면도에 표시한 사각 잔여공간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 설계 작업필요.

추가장비 부착여부 파악, 유압 배관  및 전장부  배선 공간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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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레임 및 주요구조물 설계

㉮ 프레임 주요구조물 및 형상

[그림 3-91] 프레임 주요 구조물

㉯ 프레임 구조해석 및 결과

해석조건

- 진수/인양시 운용 선박의 흔들림 및 크레인 반동에 의한 중량 증가 발생. 이에 한 

프레임 안정성 구조해석 수행. 일반적으로 정적 하중에 3배. (그림 8 참조)

- 보관 및 점검상태의 자중에 한 구조해석 수행. 정적 하중에 2배. (그림 9 참조)

- 진수/인양시 외부 걸림에 의한 기울어짐 구조해석 수행. 최  ±45° (그림 10 참조)

[그림 3-92] 진수/인양시

   
[그림 3-93] 작업시

   

[그림 3-94] 기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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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 진수/인양시 해석결과, 그림 11에 보는 바와 같이 인양 고리에 응력이 집중되며 스

텐인리스스틸(STS 304) 항복강도 기준 안전율 1.24의 결과가 나오며 그 외 인양 고

리와 연결되는 프레임은 안전율 4이상 나온다. 따라서 인양 고리 설계시 3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한 인양 고리 최적설계 과정 수행필요.

- 보관시 해석결과, 그림 12에 보는 바와 같이 스키드와 프레임의 고정 부근에서 응

력이 집중되며 알루미늄합금(6061-T6) 항복강도 기준 안전율 2.6의 해석 결괏값이 

나온다. 이는 정적하중의 2배 이상의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 진수/인양시 외부 기울어짐에 한 해석결과, 그림 13, 그림 14에 보는 바와 같이 

인양고리에서 응력이 집중되며 스텐인리스 스틸(STS 304) 항복강도 기준 안전율 

0.28, 0.17 나온다. 인양 고리와 연결된 프레임은 안전율 4이상이 나온다. 따라서 인

양 고리 설계시 기울어짐에 한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설계 과정 수행필요.

[그림 3-95] 보관시

응력 : 93Mpa, 변위 : 2.5mm

 
[그림 3-96] 진수/인양시

응력 : 165.4Mpa, 변위 : 4.4mm

[그림 3-97] 기울어짐(길이 방향회전)

응력 : 711Mpa, 변위 : 55mm

 
[그림 3-98] 기울어짐(폭 방향회전)

응력 : 1155Mpa, 변위 : 6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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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부재 제작 및 검증

프레임 주요부재 제작

[그림 3-99] 프레임 주요부재 제작

- 용접 비드 시험에서 10mm는 변형이 일어나 5mm 비드로 제작. 

- 용접에 한 비파괴 검사 결과 크랙, 핀홀, 언더컷등 발견되지 않음.

인양고리 제작

[그림 3-100] 인양고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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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력재 설계

㉮ 부력재 제작업체 비교

[그림 3-101] 부력재 제작업체 비교

- TG-3000은 가장 비중이 작은 것으로 중량배치 측면에서 유리함 

- TG-3000은 부력재의 접합 및 가공, 기술지원등 여러 부분에서 우수함

㉯ 부력재 구조 및 형상

[그림 3-102] 부력재 구조 및 형상

㉰ 부력재 필요수량 산출

[그림 3-103] 부력재 필요수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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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기본검증시험

[그림 3-104] 부력재 검증시험

[그림 3-105] 부력재 검증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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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체역학적 고려

[그림 3-106] 정적안정성 설계

- 선체가 직립상태(Zero trim & List)가 가능하도록 설계. 

- 인양고리와 일직선 되도록 무게중심/부력중심 설계

- 작업시 워터젯의 반동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워터젯의 위치를 무게중심에 근접하

도록 장비배치.

[그림 3-107] 추진기배치 설계

- 선체 전진시 직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력 및 무게중심의 중앙에 수평 추진기 

배치.(a)

- 전진 및 회전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수평 추진기 각도를 주어 배치함.(b)

- 트랜칭 작업 시 반력에 의한 선체 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심에서 원형이 되도

록 추진기 배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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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축소모형 제작

[그림 3-108] 축소모형 제작

- 부력재 접합에 한 벌어짐 및 가공성에 한 절삭성을 확인 결과 양호.

- 프레임 용접 및 가공성에 한 확인 결과 양호.

- 향후 내부 장비 및 유압, 배선에 한 배치 최적화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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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체 조립 도면, 프레임 도면, 부력재 도면

㉮ 전체 조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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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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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력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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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내압용기 설계

㉮ 압력 용기 설계 및 제작

압력용기 구성

[그림 3-109] 압력용기 크기
    

[그림 3-110] 압력용기 구성 

재질 : AL7075-T6  

1차 압력용기 구조 : 덮개, 용기, 손잡이. 벤트볼트, 오링, 고정밴드 구조

1차 압력용기 구조 문제 

- 오링 찍힘 손상, 몸체 고정 불가 → 분해, 조립이 어려움

2차 압력용기 구조 : 덮개, 용기, 손잡이, 벤트볼트, 빼기볼트, 위치핀, 오링, 고정밴

드 구조

2차 압력용기 개선

- Ø300mm 환봉으로 변경 → 인장, 항복강도 상승 / 두께, 무게감소

- 오링 찍힘 손상문제 → 위치 핀 추가 설계

- 덮개 분해시 몸체 고정 불가 → 빼기볼트 추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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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용기 설계

인장시험

용 기 (봉 재) 덮 개(판 재)

1차 2차 1차 2차
직경/두께 Ø400mm Ø300mm 92mm 68mm
인장강도

비 규 격
510MPa 510MPa

항복강도 440MPa 440MPa
연신률 6 7 6 7

[표 3-45] KS 규격 강도

용기(봉재)인장시험결과 덮개(판재)인장시험결과

1차 2차 1차 2차
직경/두께 Ø400mm Ø300mm 92mm 68mm
인장강도 507MPa 565MPa 517MPa 547MPa
항복강도 390MPa 491MPa 461MPa 503MPa
연신률 6 7 6 7

[표 3-46] 인장시험 결과

용기 (봉 재) 덮개 (판 재)
1차 2차 1차 2차

두 께 20mm 14mm 50mm 44mm
무 게 약 55kg 약 28kg 약 16kg 약 9.8kg

[표 3-47] 인장시험 후 설계 값

- 재료의 열처리 환경이 같지 않으므로 강도의 차이가 있음

- KS 규격 명시된 강도 선정 치를 검증하기 위함

- 설계치와 시험치를 비교함으로서 설계 오차 감소

[그림 3-111] 인장시험 및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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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설계

[그림 3-112] 틈새(간격)와 압력에 따른 오링 경도

[그림 3-113] 평면오링 구조

  

[그림 3-114] 축오링 구조

1차, 2차 수 설계

- 설계치 용기와 덮개 접촉 부 간격(틈새) 0.05mm 이내 

- 모든 경도 사용 가능함 

1차, 2차 수 설계 결과 : 내압시험 결과 모든 경도 오링 모두 사용 가능 

㉰ 시제품 제작

[그림 3-115] 1차 시제품 [그림 3-116] 2차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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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용기 내압 시험

300bar 내압성능 확인

내압시험기준

- ABS Rules for Building and Underwater vehicles, systems and hyperbaric facilities 

(2012)

- 시험압력 S.F 1.25배 315bar, 설계 압력 S.F 1.5배 375bar

시제품 가압조건

- 30bar / min 가압

1차 시제품

- 경도 70 평명 오링, 경도 70 축 오링 : 누수없음

- 압력시험 통과 및 KOLAS 인증 획득

[그림 3-117] 1차 시제품 압력시험

[그림 3-118] 압력시험 시간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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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제품

[그림 3-119] 2차 시제품 압력시험

[그림 3-120] 빼기볼트 형상 [그림 3-121] 위치핀 형상

- 조립 시 문제점 → 위치핀 추가로 수평, 수직으로 조립이 가능 

- 분해 시 문제점 → 빼기 볼트 추가로 쉽게 분리 가능

- 경도 70 평면 오링, 축 오링 압력 : 누수 없음       

- 1차 압력시험과 동일한 시간 프로파일

- 압력시험 통과 및 KOLAS 인증 획득

㉲ 압력용기 랙 설계

[그림 3-122] 내부 랙 구조

재질 : 고분자 소재이며 기계적강도, 기계가공성이 좋고 중량이 가벼운 MC 나일론 

소재 선정

구성 : 프레임 1, 프레임 2, IMU브래킷, VME 컴퓨터 고정브래킷 1, VME 컴퓨터 고

정브래킷 2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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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용기 1차 시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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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용기 2차 시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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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 / 전자 시스템 설계

① 시스템 계통도

[그림 3-123] 전기 / 전자 시스템 전체 계통도

- 기능별 6개의 용기로 분산 배치

- 개별 용기 소형화

- 항법 및 제어용 용기 별도 구성

- 카메라 신호 처리용 용기 별도 구성

- 장비 추가시 추가 확장 용이

- 개별 용기 커넥터 개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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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ermination Junction Box 전장부 설계

[그림 3-124] Termination Junction Box 계통도

용도

- HPU 모터 전원 공급

- 워터젯 2EA 전원 공급

- Power Can 전원 공급

포트

- 4200VAC, 60Hz, 3P

- 광통신 싱글 모드 4채널

특징

- 유적식 압력 보상

- 단자  직접 연결

- 내부 절연유 사용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183

③ Fiber Optic Can 전장부 설계

[그림 3-125] Fiber Optic Can 계통도

용도

- 소나 신호 전송

- 매니퓨레이터 및 작업툴 제어

- Instrument Can 신호 전송

포트

- Ethernet / 24VDC

- 시리얼 / CAN / 24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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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amera Can 전장부 설계

[그림 3-126] Camera Can 계통도

용도

- 다수의 SD급 카메라 NTSC 전송 기능

포트

- NTSC / 24VDC

특징

- 광모뎀 : Soltec, SFC 1100-8V

- NTSC 700 TVL 8채널 2km 테스트 완료

[그림 3-127] 광모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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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Navigation Can 전장부 설계

[그림 3-128] Navigation Can 계통도

용도

- 항법 센서 신호 수신

- 항법 알고리즘 연산

- 항법 알고리즘 데이터 선상 전송

- 추진기 RPM 신호 수신

- 동적 제어 알고리즘 연산

- 추진기 밸브팩 제어 신호 송신

포트

- 시리얼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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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Instrument Can

[그림 3-129] Instrument Can1 계통도

    

[그림 3-130] Instrument Can2 계통도

용도

- 압력 보상기 레벨 스위치 신호 수신

- 시리얼 통신 장비 통신

- 추가 장비 확장성 보장

포트

- 아날로그 센서 입력

- 시리얼 / CAN

⑦ 시제 제작

㉮ 전원 스위치 보드

[그림 3-131] 전원 스위치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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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0~12VDC, 0~24VDC 장비 전원 제어

특징

- 8개의 12VDC, 24VDC 장비 구동

㉯ 아날로그 전압 제어 보드

[그림 3-132] 아날로그 전압 제어 보드

용도

- 아날로그 전압 출력

특징

- 1 시리얼 입력 / 8채널 아날로그 전압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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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력 용기 KOLAS 인증서 1차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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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압력 용기 KOLAS 인증서 2차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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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허 출원 번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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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 유압공급장치 기술 개발 - (주)레베산업/울산대/대양전기공업(주) 

(가) 수중 유압공급장치 P&ID 및 BOM 도출

- 개발 목표 사양에 맞춘 수중 유압공급장치 P&ID 기본설계 및 부품 BOM 도출

- 유압 파워팩 펌프(Kawasaki, 일본), 절연유 순환 기어펌프(HPI, 미국), 유압필터 엘리

먼트(PARKER, 미국)는 구매, 유압 파워팩 모터(SME, 영국)는 주문제작하는 것으로 

결정

- 일체형 유압 파워팩용 리저버, 압력 보상기, 유압필터 바디, 모터 방열기, 밸브팩(매

니폴드)들은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

M

40A(1 12")

15A(12")

12 6

9

11
13

14

15

No. Part Name

1

2

3

4

5

6

7

8

9

11

12

Main pump

Electric motor

Reservoir

Compensator 1

Suction strainer

Filter 1

Filter 2

Distributor 1

Valve pack

Filter 3

Circulation pump

Material

-

STS316(housing)

AL6061-T6

PP+AL6061-T6

STS316L

AL6061-T6

STS316L

-

variab

K3VG2

260kW

120Lit

6Liter*

AL6061-T6

AL6061-T6

AL6061-T6

100mi

10mic
eleme

40A-2

10 Distributor 2 AL6061-T6 20A-5

10stat

20mic

Q'ty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4ea

1ea

1ea

1ea

5micro
eleme

23LPM

[그림 3-133] 수중 유압공급장치 P&ID와 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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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중 유압공급장치 기본 설계

① 유압 파워팩 펌프 선정

- 소비동력 300HP(225kW), 작동압력 210bar를 만족하는 국외 유압펌프 모델들에 한 

세부 검토를 통해, 2차년도 기본설계 모델로 Kawasaki사 K3VG280 모델을 선정

[그림 3-134] 유압펌프 비교

② 유압 파워팩용 모터 선정

- 영국 SME(Submersible Motor Engineering)사에 의뢰하여 개발 목표 사양에 맞춘 주

문제작 모터 견적과 도면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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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Volts  4,160Vac / 60hz / Three Phase / 4pole.

Speed  1,800RPM @ 60 Hz

Depth Rating 3,000m nominal

Housing 316 SS

Mounting Horizontal

Power 260kw

Insulation Rating >16kv @ 140 deg C

Shaft Seals Bergman mechanical seals.

Instrumentation RTD water detector temperature probe.

Weight about 565kg

[그림 3-135] 목표사양의 SME사 모터 도면과 제원

- 유압펌프와 리버저 연결, 기어펌프 연결을 위한 모터 축과 케이싱부에 해서는 상

세설계 및 최종 BOM 도출 단계에 설계 완료 예정

③ 일체형 유압 파워팩 구조설계

- 유압 펌프, 모터, 리저버 일체형 파워팩 구조 설계

[그림 3-136] 일체형 유압 파워팩 구조설계

- 모터/펌프축 연결: 직결 or 커플링

- 중간 연결블록의 중심은 모터/펌프 축연결부 관통, 외경부로는 토출/리턴측 배관연

결, 압력, 온도센서 조립 연결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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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재질

- 모터와 펌프 연결블럭: AL6061-T6 

- 리저버: SUS316 파이프 

가공 공정

- 모터와 펌프 연결블럭: 선반가공 -> 아노다이징 처리 

- 리저버: 파이프+판재 용접 -> 산처리

④ 유압 파워팩 모터 절연유 방열기 설계

- 유압펌프 반 측 모터 구동축에 연동되어 동작되는 기어펌프에 의해 방열기에서 냉

각된 절연유가 모터 내부로 주입되고, 가열된 모터내의 절연유는 모터 외부로 방출

되어 다시 방열기에서 냉각되는 구조

- 방열기 구조는 shell & tube 방식이며, 절연유 냉각순환 배관에는 해수에 한 압력

보상기와 유압필터가 연결됨. 

▶ 절연유 순환펌핑부 사양

 - 모터 절연유 기어펌프, 2단ⅹ30LPM=60LPM

 - 유압팩, 전기모터 내부 절연유 용량

   : 약 60Liter (로터와 스테이터를 제외한 체적)

▶ 모터 온도조건

 - 모터의 최고 허용온도: 120℃(삼상유도모터 E종 절연)

 - 모터 주위온도(적정 냉각온도): 40℃

(모터의 사용온도 범위는 -10 ~ +50℃)

▶ 해수 조건

 - 해수온도(1000m 이하): 7℃ 이하

 - 해수온도(500mm 근방): 15℃

 - 상승 또는 수평 조류속도: 1m/sec

[그림 3-137] 모터 절연유 냉각순환 계통도와 설계 입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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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설계 프로그램 HTRI로 shell & tube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사이즈 입력조건

은 다음과 같음.

- shell: 내경(165mm), 재질(SUS316L)

- tube: 외경(15.88mm)-두께(1.24mm), 재질(Copper:Nickel=90:10)

- baffle: 두께(3.175mm)-피치(100mm)

방열기 계산 결과, 

- shell: 길이(1,800mm)

- tube: 수량(38개)-피치(20mm)

- baffle: 수량(14개)-피치(100mm)

- In/Out nozzle: 내경(6.833mm)

[그림 3-138] 방열기 계산 결과(HTRI)

실제 모터 절연유 온도가 허용 최고온도인 120℃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므로, 차후 모터 절연유 온도상승 정도를 파악하여, 방열기 길이를 축소할 계획임.

부품 재질

- shell, tube, baffle: SUS316L

가공 공정

- shell, tube, baffle: 절단 → 용접 →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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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압력 보상기 설계

- 3리터와 6리터 용량 보상기 2종을 설계하였으며, 컵형상의 고무재질 다이아프램이 

수직방향으로 포개지면서 보상기 내부에 오일이 유입되고, 오일의 변동량은 선형적

으로 외부에 조립된 마그네틱 변위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구조임.

[그림 3-139] 압력보상기 구조 설계(3Liter, 6Liter)

- 펌프 토출에 따른 맥동을 줄이기 위하여 이중 스프링을 적용하였으며, 스프링 설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종류 보상기1 보상기2

용량 3Liter 6Liter

스프링 스프링1 스프링2 스프링1 스프링2

선경 10mm 6mm 20mm 11mm

유효직경 126mm 106mm 178mm 140mm

권선수(Na) 10 13 12 13

자유단 420mm 420mm 480mm 480mm

예압(empty)
0.2bar 0.04bar 0.2bar 0.07bar

0.24bar 0.27bar

예압(Oil)
0.51bar 0.11bar 1.03bar 0.17bar

0.62bar 1.2bar

[표 3-48] 압력보상기 스프링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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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설계식 →   ∙
∙∙

∙

- 여기서, δ: 변형량(mm), Na: 유효권선수, D: 유효직경(mm)

- F: 하중(kgf), G: 재료 횡탄성계수(kgf/mm2), d: 선경(mm)

부품 재질

- 바디, 피스톤: AL6061-T6

- 스프링: SUS316

- 브라켓: SUS316

- 다이아프램: 고무+나일론포 적층

가공 공정

- 바디, 피스톤: 선반가공 -> 아노다이징 처리

- 스프링: 스프링 외주 제작(양쪽 연마)

- 브라켓: 레이저 절단 -> 산처리

- 다이아프램: 금형제작 -> 프레스 성형

⑥ 유압필터 설계

- 메인 유압 압력라인에는 유량 350~400LPM 정도를 고려하여 내부에 장착되는 필터 

엘리먼트로는 PARKER사 WPF4 필터바디용 10QE(10micron)와 05QE(5micron)를 2단

으로 사용함.

       

압력라인 → WPF4 - 10QE, 05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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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라인 → 80CN - 10QE

    

절삭유 순환라인 → 15CN – 05QE

[그림 3-140] 필터 엘리먼트 유량대비 차압과 효율 특성

리저버(reservoir)로의 리턴라인에는 80CN 필터바디용 10QE(10micron)을 사용함.

절연유 순환라인에는 유량 60LPM 정도이므로 15CN 필터바디용 05QE(5micron)을 사

용함.

육상용 WPF4와 80CN 필터 바디를 수중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헤드와 바울의 조립

나사부를 2중 실링구조로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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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C5.0

M68, P1.5

M68, P1.5

2-PF 1
2"

PF 1
4"

C0.5

C1.0

헤드 1
-재질: AL6061-T6
-흑색 아노다이징

바울 1
-재질: AL6061-T6
-흑색 아노다이징

*지시없는 C/R 0.5이하

C1.0

하부 스토퍼 1
-재질: AL6061-T6
-흑색 아노다이징

4-M6, DP20

4-M6, DP20

C1.0

오링: G60

오링: G70

[그림 3-141] 유압필터 구조 및 15A(1/2") 사이즈 기준 상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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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재질

- 헤드와 바울: AL6061-T6

- 오링: VITON

가공 공정

- 헤드: 링, 선반가공 -> 아노다이징 처리

- 바울: 선반가공 -> 아노다이징 처리

⑦ 밸브팩 설계

- 밸브팩에 내장될 Wandfluh사 NG6 사이즈 제어밸브의 포트(P,T,A,B)에 맞춰 매니폴

드를 설계함.

- 매니폴드 길이방향 측면에 1“ 사이즈로 압력(P)라인과 리턴(T)라인 포트를 관통하게 

두었고, A, B 포트는 유압 작동기로의 호스 퀵커플러와 체결이 용이하도록 상/하방

향으로 분리하였음.

- 제어밸브 길이와 최고 4단 적층 높이를 고려하여 밸브팩 높이와 내부 폭 결정

- 매니폴드와 밸브팩, 커버와 박스는 오링으로 실링됨.

- 압력보상을 위한 고무판 다이아프램, 제어기판 연결부, 제어밸브용 전선 케이블 커

넥터 연결부들은 시험품에 한 시험평가 후 상세설계에 반영될 예정임.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아크릴(16t)

와셔 플레이트

밸브 매니폴드

A, B

P, T

(a) 밸브팩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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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B

P

B

A

P

T

P

T

A-B section P-T section Right View

[그림 3-142] 밸브팩 형상과 매니폴드 단면구조 설계

      (b) 매니폴드 단면

부품 재질

- 밸브팩 박스: AL6061-T6 → 아노다이징 처리

- 커버: 아크릴 or PC판

- 와셔 플레이트, 매니폴드: SUS316

- 오링: VITON

가공 공정

- 밸브팩 박스: AL합금판 링가공 → 용접 → 그라인딩 → 아노다이징 처리

- 커버: 절단 → 링 → 드릴링

- 와셔 플레이트: 레이저 절단 → 산처리

- 매니폴드: 링 → 암나사가공 → 아노다이징 처리

⑧ 수중 유압공급장치 조립구조 설계

- SKID와 프레임 구조 상에 장치와 부품들이 조립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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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유압공급장치 조립도

[그림 3-143] 수중 유압공급장치 기본설계 조립구조와 3D 모델링

      (a) 3D 모델링

- 부품과 장치들에 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하였고, 부품별 중량과 전

체 수중유압공급장치의 략적인 중량을 산출함.

No. Part Name Material Q'ty Weight(Kg)
1 Main pump - 1ea 160
2 Electric motor - 1ea 565
3 Reservoir AL6061-T6 1ea 40
4 Compensator 1 AL6061-T6 2ea 40
5 Filter 1(1-1/4") AL6061-T6 1ea 8
6 Filter 2(1-1/4") AL6061-T6 1ea 8
7 Distributor 1 STS316 1ea 8
8 Valve pack(8 stations) AL6061-T6 3ea 84
9 Valve pack(6 stations) AL6061-T6 3ea 69
10 Distributor 2 STS316 1ea 8
11 Filter 3(2") AL6061-T6 1ea 19
12 Circulation pump - 1ea 6
13 Radiator STS316 1ea 63
14 Filter 3(1/2") AL6061-T6 1ea 5
15 Compensator 1 AL6061-T6 1ea 12
16 Control Valves - 1set 100
17 SKID+FRAME AL6061-T6 1set 40
　 　 APP.(dry) 1,235

[표 3-49] 압력보상기 스프링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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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용량 시험품 설계 및 제작

① 유압 파워팩

- 고정형 피스톤펌프: 39LPM, 350bar 

- 모터: 11kW, 1,760rpm

- 리저버는 250A SUS파이프 가공, 중길이 볼트와 커버로 조립

[그림 3-144] 시험용 유압 파워팩

② 압력 보상기

- 용량 0.5Liter, 스프링 예압 0.5bar

- 다이아프램용 프레스 금형 개발과 성형

- 설계치수: 1mm → 성형치수: 1.5mm

[그림 3-145] 시험용 압력보상기와 다이아프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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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압 필터

- 절연유 순환라인으로 설계된 15A(1/2“) 사이즈 필터 유압 압력/리턴라인 동일 적용

내압용기 두께 설계 →  ∙

∙
, 여기서, t:두께(mm), D:내경(mm), p: 내압(kgf/mm2), 

σt: 인장강도(kgf/mm2)

[그림 3-146] 시험용 유압필터 2종

- 펌프 최 압력: 350bar, AL6061-T6 인장강도: 25kg/mm2

- 계산 두께: 3.92mm

- 설계 두께: 11.5mm(안전율 약 3배 적용)

④ 방열기

- 기본 설계치수 ∅165-L1,800mm 방열기의 shell과 tube 외경 전체 전열면적을 고려하

여 약 1/10 수준의 방열기 설계, 제작

[그림 3-147] 시험용 shell & tube 방식 방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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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밸브팩

- 밸브팩 한쪽 측면 폭 60~70mm 정도 제어기판 조립공간 확보

[그림 3-148] 시험용 밸브팩

(라) 시험평가

①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M

P

T 유압모터

유압실린더

PT

PG

12 3 44 5

6

Valve Pack

Power Pack

7 89 12

13

10

SV1SV2

PT TS

PG TC

11

manifold
block

PT

socket

block(PF 1
4")

V2 V1

SV3
SV2

SV1

SV3

V1V2

TZN4W-12C

TZN4W-12C

M5W-DA6

M5W-DA6

M5W-DA6

정지

역회전
속도조절

정회전
속도조절

유압모터

정지

유압실린더

파워팩 펌프

기동 정지

전원 비상정지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온도(작동유)

온도(모터절연유)

압력(리저버)

압력(토출)

예비

수중유압 컨트롤 시험장치 3PH 380V

3PH 380V(motor)

온도, 압력

Sol. v/v 제어신호

valve asse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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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t Name

1

2

3

4

6

9

11

12

Main pump

Electric motor

Reservoir

Compensator

Filter 1

fixed 

0.5L

10m

Q'ty

1ea

1ea

1ea

2ea

1ea

1ea

5

8

10

7

Filter 2 5mic1ea

11kW

13Lit

SV1 Proportional Valve 1ea 비례제

SV2 Directional control valve 1ea 양방향

SV3 Unloading valve 1ea 단방향

Circulation pump 1ea gear

13

Hydraulic motor max. 1ea

Hydraulic cylinder 1ea

Valve pack 5-st1ea

Return filter 10m1ea

Insulating oil filter 10m1ea

PG Pressure gauge 2ea 0 ~ 

시험

Radiator ?60*

V1

V2

Reducing valve max. 1ea

1eaRelief valve max. 

[그림 3-149] 시험장치 P&ID와 부품 사양

[그림 3-150] 수중 유압공급장치 소용량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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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밸브팩 내부                         (b) 유압 퀵커플러 연결

[그림 3-151] 시험장치 주요부 사진

② 시험평가

- 시험평가 진행중: 2015. 4월 중 ~ 5월 중

- 시험평가를 통한 유효 데이터 확보 -> 상세설계 및 BOM 반영

(마) 상세설계 및 최종 BOM 도출

① 수중 유압공급장치 상세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시험품 제작을 통해 유압 파워팩, 보상기, 유압필터들은 큰 구

조 변경없이 기본설계안을 상세설계안으로 결정하였음.

- 방열기는 모터온도값 재설정과 재해석을 통해 향후 소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수정

- 매니폴드는 병렬 조립된 유압 퀵커플러 2개의 조립이 원활하므로, A와 B포트를 하

부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설계 변경하였고, 재질은 SUS316에서 AL6061-T6로 변경하

였음.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매니폴드 밸브팩

 조립형상(측면도)
매니폴드

오링 홈

PT 38"

[그림 3-152] 매니폴드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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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팩은 압력보상용 다이아프램과 제어기판 조립부를 설계에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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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 밸브팩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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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부품 BOM

- 시험품에 한 제작과 조립을 통해 기본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부품들에 한 재질

과 사양을 수정하였음.

- 최종적인 3차년도 prototype 제작을 위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부품 BOM을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비고란에 구매품과 개발 제작품을 구분하여 나타내었음.

순번 품명 재질 사양 수량 비고

1 Main pump Cast steel
255kW, max. 350bar, 390LPM

K3VG280 [Kawasaki]
1set 구매

2 Electric motor SUS316
260kW, 1,800rpm 
ROV18-4 [SME]

1set 구매

3 Reservoir SUS316 120Liter 1ea 제작

4 Compensator 1 AL6061-T6 3Liter, 0.62bar, diaphragm 1ea 제작

5 Compensator 2 AL6061-T6 6Liter, 1.2bar, diaphragm 2ea 제작

6 Filter 1 AL6061-T6
1 1/4", 10micron(WPF4-10QE)

pressure line 1st
1ea 제작

7 Filter 2 AL6061-T6
1 1/4", 5micron(WPF4-05QE)

pressure line 2nd
1ea 제작

8 Filter 3 AL6061-T6
1 1/4", 5micron(80CN-05QE)

return line, bypass
1ea 제작

9 Filter 4 AL6061-T6
1/2", 5micron(WPF4-10QE)

insulating oi line
1ea 제작

10 Valve Pack 1 AL6061-T6 8-stations 3ea 제작

11 Valve Pack 2 AL6061-T6 6-stations 3ea 제작

12 Radiator STS316 shell & tube type 1set 제작

13 Circulation pump Cast AL 60LPM, 210bar, AZPFF [Bosch] 1ea 구매

[표 3-50] 프로토타입용 최종 부품 BOM

(바) 유압공급장치 분석 

수중 유압공급장치 상세 사양 분석

- 300HP(233kW)급의 1개의 가변 펌프를 구동하는 전기 모터를 구동

- HPU의 메인 출력은 추진기와 솔레이노이드 밸브의 매니폴드에 연결

- 비례 밸브: 추진기의 방향과 속도에 사용

- 솔레노이드 밸브: 선택적 트랙 공구 탑재 및 보조 장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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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 ROV의 유압 회로도

유압회로 부품별(밸브팩, 매니폴드, 비례제어 등) 및 모듈별(추진기 및 각 매니퓰레

이터등) 상세 사양 도출

- HPU의 유압 펌프의 메이커별 사양 도출

추진기에 한 용량 산정 및 상세 사양 도출

- HPU의 1800rpm, 280cc의 사양에서 추진기 용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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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유압시스템 1차 설계

수중 유압시스템 유압회로 및 모듈별 1차 설계

- 기존의 유압시스템에서 각 기능별 세분하여 Manifold를 추가 설계

- 기존의 유압시스템 구동에서 전기모터 구동은 기능 삭제하여 설계 

[그림 3-155] ROV의 1차 전체 유압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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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ROV의 1차 기능별 유압 회로도

수중 유압시스템 1차 설계 검증 및 개량

1차 설계(전체, 모듈별 유압시스템) 검증

- 수중 유압시스템의 1차 설계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해석 

[그림 3-157] ROV의 1차 설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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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d Circuit 시스템의 Danfoss 유압 모터를 사용할 경우 추진기의 유압 모터 용량

이 일정 이하로 작을 경우 입력 유량과 출력 유량의 차이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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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8] 추진기의 유압 모터 용량 변경시 유량 비교 특성

(Open Circuit(Rexroth) vs Closed Circuit(Danf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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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추진기의 유압 모터 용량 변경시 압력 비교 특성

(Open Circuit(Rexroth) vs Closed Circuit(Danf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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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0] 추진기의 유압 모터 용량 변경시 속도 비교 특성

(Open Circuit(Rexroth) vs Closed Circuit(Danf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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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터젯 기술 개발 - (주)케이티서브마린/한국로봇융합연구원 

(가) 워터젯 노즐 설계 실험

- 워터젯의 젯팅암 설계에 있어서 노즐의 구성은 결정적인 설계요인으로 작용함. 특

히 노즐의 젯팅 각도가 trenching 성능에 주는 영향은 결정적임. 일반적으로 젯팅각

도가 크면 매설심도가 깊어지나 반 로 절단된 해저 토양을 뒤로 불어내기 위하여 

더욱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됨. 아울러 적절한 노즐의 젯팅각도 설계는 워터젯의 

trenching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특정 노즐에 하여 젯팅각도에 따른 매설심도 및 trenching 

성능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므로 실제 프로토타입의 젯팅암 설계에서 노즐의 각도정

보를 얻고자 함

- 또한 노즐의 이동속도와 젯팅파워를 변경하므로 매설심도 및 trenching 성능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므로 Froude 상사법칙에 근거하여 실제 프로토타입의 젯팅암의 

trenching 성능에 하여 검토하고자 함. 실험에서 노즐의 내경은 1.5mm와 2mm 두 

가지를 사용하였음

[그림 3-161] 워터젯 실험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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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젯팅각도와 매설심도사이 관계

[그림 3-162] 젯팅 각도에 따른 매설심도 실험

[그림 3-163] 젯팅 각도에 따른 매설심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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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젯팅각도와 trench 폭 사이 관계

[그림 3-164] 젯팅 각도와 매설성능 실험

[그림 3-165] 젯팅 각도와 trench 폭 사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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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roude 상사법칙

- 실험실 환경에서 소형 노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실험환경과 실제 프로토타입의 작

업환경에서 Froude number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소형 노즐과 프로토타입의 노즐의 

SF(Scale Factor)값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관측되었던 trenching 성능으로부터 실제 

프로토타입의 trenching 성능을 예측할 수 있음

- 실험실에서 소형 노즐의 내경이 이라하고, 프로토타입의 내경이 라고 하면 

이 됨. 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하기와 같이 프로토타입의 trenching 성

능을 예측할 수 있음








  




 




 




 

- 여기서 은 노즐의 이동속도이고, , 및 는 각각 워터젯의 유량, 압력, 및 젯

팅파워를 뜻하며, 소문자 p는 프로토타입, m은 모델을 뜻함

④ 젯팅파워와 매설성능 사이 관계

- 펌프모터의 RPM을 조절하여 상응한 유량 및 압력을 조절함

RPM
(r/min)

200 350 500 700 1,050 1,400 1,760

Flow rate
(m3/h)

0.0097 0.0115 0.014 0.018 0.0252 0.0324 0.0396

Pressure
(bar)

0.01 0.02 0.18 0.2 0.5 0.8 1.15

Jetting power
(W)

0.0008 0.0018 0.0195 0.0278 0.0972 0.2 0.3514

[표 3-51] 펌프모터 RPM과 유량 및 압력 사이 관계

- 노즐의 이동속도를         로 변경하면서 매번 RPM

을 변경하면서 trenching 심도를 고찰하였음. 이 실험에서는 노즐의 젯팅각도를 60

도와 75도 두 가지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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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Trenching depth (cm)

RPM=
1760

1400 1050 700 500 350 200

0.5 7 5.6 5 3.4 3 2 1.8

1.0 6.8 5.6 4.8 3.4 3 1.8 1.6

1.5 6.6 5.4 4.6 3.2 2.6 1.7 1.4

2.5 6.4 5.4 4.2 2.8 1.6 1.2 0.8

4.0 5.6 4.6 3.4 2 1.2 1 0.8

6.0 4.8 3.6 2.6 1.6 1.2 0.8 0.6

8.0 4 3.4 2.2 1 0.8 0.6 0.4

[표 3-52] 노즐 이동속도와 젯팅파워에 따른 매설심도 사이 관계

- 실험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의 노즐 내경이 18mm로 가정했을 때 매설심도

와 매설속도, 그리고 젯팅파워 사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유출할 수 있었음

[그림 3-166] 매설속도, 젯팅파워, 및 최대 매설심도 사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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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7] 개개의 노즐에 할당된 젯팅파워가 7.2kW일 경우, 2km/hr의 매설속도에서 하나의 

노즐에 상응한 매설심도는 약 0.3m가 됨을 추측할 수 있음

워터젯 2차 시작품(1:6 축소모델) 설계/제작 및 실험(5월초 실험 예정) 

- 3D 형상 설계

[그림 3-168] 워터젯 젯팅암 축소모델 설계안

- 축소모델 제작 (5월초 제작 완료 및 실험 예정)

[그림 3-169] 워터젯 젯팅암 1:6 축소모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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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수조 제작

[그림 3-170] 2(L)x1(D)x0.6(W) 수조 제작

(4) 수중 유압 기반 작업공구 기술 개발 – 한국도키멕(주) 

(가) 케이블 그리퍼/커터 제작도면

① 케이블 그리퍼 제작 도면

[그림 3-171] 케이블 그리퍼 조립도 및 부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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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 클램프 실린더

[그림 3-173] 메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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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4] 링크 및 볼트류

② 케이블 커터 제작 도면

[그림 3-175] 케이블 커터 조립도 및 부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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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6] 케이블 커터 메인 프레임

[그림 3-177] 커터용 램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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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8] 카이드 조작용 앤빌 실린더

(나) 1차 시작품 제작 완성

① 케이블 그리퍼 가공 부품 사진

  

(좌. 우 프레임/프레이트)

  

(볼트 외)

[그림 3-179] 케이블 그리퍼 가공 부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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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압 실린더 가공 사진

[그림 3-180] 유압 실린더 가공 부품 사진

(다) 완성품 성능 시험평가 기준서

① 케이블 커터

㉮ 본 시험은 작동시험에 한한다(블레이드에 한 시방서는 별도 규정).

㉯ 설치방법 및 시험조건

- 안전보호용 거치 에 커터를 장착한다.

- 유압 유니트와 배관을 연결한다.

- 공급압력 : (정격) 200bar (최 ) 700bar

- 공급유량 :  28±2L/min

- 작동유 : 광유계 ISO VG32

- 유온 : 40±5℃

- 주변온도 : 20~30℃

㉰ 시험방법 및 기준

정격 작동 압력의 10%, 90, 130%에서 10회 반복 전.후진

- 전진신호 3초, 후진신호 2초

평가

- 컷팅 및 가이드 실린더의 움직임이 원활한가?

- 유압실린더, 배관 등의 외부 누유 및 파손은 없는가?

- 앤빌은 최  하중에서 변형 혹은 파손이 없는가?

- 기계적인 구조물의 변형 및 파손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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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케이블 그리퍼

㉮ 본 시험은 작동시험 및 당김력(Line Pull Force) 측정에 한한다.

㉯ 설치방법 및 시험조건

당김력 시험장치에 그리퍼를 장착한다.

유압 유니트와 배관을 연결한다.

공급압력 : (정격) 200bar (최 ) 700bar

공급유량 :  28±2L/min

작동유 : 광유계 ISO VG32

유온 : 40±5℃

주변온도 : 20~30℃

㉰ 시험방법 및 기준

정격 작동 압력의 10%, 90, 130%에서 10회 반복 전.후진

- 전진신호 3초, 후진신호 2초

평가

- 클램프 실린더의 움직임이 원활한가?

- 유압실린더, 배관 등의 외부 누유 및 파손은 없는가?

- 오버 센터 메카니즘에 의한 록킹이 가능한가?

- 기계적인 구조물(특히, 링크부)의 변형 및 파손은 없는가?

당김력 측정 및 평가

- 전용의 시험장치에서 그리퍼에 케이블을 잡는다.

- 그리퍼 신린더를 작동하여 케이블을 그립한다.

- 유압을 해제하여 오버 센터 메카니즘으로 록킹을 유지한다.

- 케이블의 미끄럼 전까지의 힘을 로드셀로 측정한다.

-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 최  추력을 측정한다(25톤 이상일 것).

(라) 케이블 그리퍼 성능 시험장치

① 케이블 그리퍼 성능 시험장치

로드셀 사양

- 모델명 : Model 41

- 제조사 : Honeywell

- 하중 : 45kN

- 출력 : 4/20mA(0~5Vdc)

- 정도 : 0.1%

- 비선형성 : ±0.1%@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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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테리시스 :

- ±0.08%@F.S

- 비반복성 : ±0.03%@F.S

- 출력 : 3mV/V±0.5%@F.S

- 구조:더블 다이어프램

(마) 구조해석 결과

- Cutter 및 Gripper의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 검증

- 사용조건에 맞는 하중조건 부여시 제품의 설계안전성을 확인

- 작동 압력에 한 유압 실린더의 내부 작용압에 구조해석 수행임

① 케이블 그리퍼

(모델링)

               

(유한요소)

- 구조해석 중으로 안전도 및 수중에서의 외압, 실린더의 내압 관련 구조해석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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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케이블 커터

(모델링)

               

(유한요소)

- 커터의 구조 해석 결과 최  발생응력은 529MPa로 커터의 끝단에서 발생함. 이는 

날끝단에 하중조건을 부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230

- Ram Housing의 경우 최  압력 200MPa을 부여하였을 때 최  변형량은 0.067mm로 

미소로 변형이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최 응력 150MPa로 시스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ANVIL의 최  발생응력은 270MPa로 영구변형이 발생하기 전의 응력으로 시스템에

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표면처리 염수분무 시험 평가 기준서

 

MIL-A-8625F (10/09/1993)

   

KS D 9502-1992

(사) 블레이드 소재 검토 결과 및 향후 시험평가 계획

① 하독스 600 및 SKD11과의 비교

- 적용분야 : 건설기계 굴삭기에 부착하여, 폐철/고철, H-Beam 등을 절단, 파쇄하는 

어태치 먼트 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칼날

- 고경도, 고인성을 갖는 합금강으로 만들어진 칼날을 사용하며 재질은 내마모 합금

강 HARDOX 500/600 또는 SKD-11 (열처리 후 사용)을 사용한다.

- HARDOX600의 경우 재질의 특성은 우수하고 장시간 사용 가능하지만 가공성이 좋

지 않다. 따라서 상 적으로 가공성이 우수한 SKD-11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HARDOX 600 가공기술이 개발되면서 현재 모두 HARDOX600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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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독스 600 SKD-11 비고

특성

1) 내마모 열처리 합금강으로 경도 및 
인장강도가 대단히 높음.

2) 引性(질긴 성질)이 탁월하여 강한 
충격에서도 칼날이 깨지거나 떨어
져 나가지 않아 장시간 사용 가능

1) 냉간금형 합금강으로 가공이 쉽고 
가공 후 열처리에 의해 고경도 가능.

 - 열처리전 경도 : HB250
 - 열처리 후 경도:HB 620
2) 가공 후 반드시 열처리를 하여야 

고경도를 얻을 수 있음.

물성
1) 경도 : HB 600
2) 충격인성: 20J(-40°C)
3) 인장강도 : 2000MPa

1) 경도 : HB 580~620
2) 충격인성: 12~15J(-40°C)
3) 인장강도 : 2300MPa

장.단점

1) 표층에서 심층부까지 동일한 경도
값를 갖고 있어 충격을 받으면 더
욱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어 사용후
에 점점 경도가 올라간다.

2) SKD-11종에 비교하여 장시간 사용 
가능하다 ( 1.3배)

3) 가공성이 좋지 않아 가공이 어렵다.

1) 반드시 가공 후 열처리에 의해 고
경도를 얻을 수 있다(단가 상승요인).

2) 강도에 비해 충격인성이 떨어져 강한 
충격을 받으면 열처리 된 칼날 edge 
부가 쉽게 망가진다(주요 교체 원인).

적용 철근 , H-BEAM, 고강도의 피사체 철근, 고철 SCRAP, 저강도의 피사체

사용수명 SKD-11과 비교하여 1.3배

제조단가
제조단가 SKD-11종과 비교 90% 

수준(열처리 비용 절감)

[표 3-53] 하독스 600 및 SKD-11 비교표

② QCM8 

- 소입은 SKD11과 동일한 조건이며, 고온 소려에 있어

서 60~63HRC 정도의 고경도를 얻을 수 있다. 60HRC 

이상에서 QCM8의 인성은 SKD11 비 2~4배, 매트릭

스 하이스와 동등한 고인성을 가진다. 우수한 내마모

성, 피로특성을 가지고, 절삭/연삭성이 우수하다. 또한 

높은 정확도로 방전가공을 할 수 있다. 열처리 치수변

화 및 경년변화에 한 안전성이 우수하다. VC, TiC 

등 탄화물 피복처리 특성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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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PMR8 

- 고인성 : SPM23의 약 3배

- 고내식성 : 각종 산의 부식환경에 우수.

- 고경도 : 64HRC 이상, 최고 66 HRC

- 고내마모성 : SPM23과 동등 이상

- 특징 : 공구수명을 개선하고 고경도와 고인성이 금속

의 깨짐 등을 억제하며, 우수한 내식성에 의하 부식

에 의한 조기 마모를 방지할 수 있다. 

④ PVD 코팅 종류

코팅종류 색  상 경  도 마찰계수 내식성 내산화성 내마모성

TiN 금색 2000~2400 0.45 ○ ○ ○

ZrN 밝은금색 2000~2200 0.45 ○ △ △ 

CrN 은백색 2000~2200 0.25 ◉ ○ ○

TiAlN 보라~회색 2500~2900 0.45 ○ ◉ ○

TiC 은회색 3000~3500 0.01 △ △ ◉

Al2O3 투명~회색 2200~2400 0.15 ○ ◉ ○

DLC 회색~흑색 1800~8000 0.15 ○ ○ ○

TD처리 보라색
질소가스 – 점착됨 - (열처리방식과 유사) 드로잉용으로 많이 쓰임. 

내식/내산화/내소착/내마모성 처리

나노코팅 발저스코리아와 시화공단 업체에서 시행 (최근 새로운 코팅기술개발을 많이 된 상태임)

[표 3-54] PVD 코팅종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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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상관제시스템 개발 - 한국로봇융합연구원/(주)솔탑 

(가) ROV trencher 자료조사

① FORUM, SMD, F.M.C 등 메이저 제작업체의 자료 수집

[그림 3-181] FORUM사의 트렌처형 ROV 모델 및 스펙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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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2] SMD사의 트렌쳐형 ROV 모델 및 사양 설명

[그림 3-183] FMC Technologies의 ROV 플랫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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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T-1 Trencher ROV 조사

[그림 3-184] RT-1의 동작 모습

- SMD 제작의 RT-1 제품은 해저의 바위를 파쇄하면서 케이블을 매설하는 트렌처로 

UT-1과 더불어 매머드급의 트렌처 ROV이다. 전방의 TSS 시스템으로 전력케이블을 

검출하고, 그리퍼를 통해서 케이블을 고정한다. 후방에도 동일한 그리퍼가 부착되어 

케이블을 고정하며, 워터젯 방식의 분사 시스템과 이젝트 시스템을 통하여 하단의 

모래를 빨아들여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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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XT1200 Trencher ROV

- FORUM사의 XT1200 제품은,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T800 모델과 함께 프레임 및 

부력제 외형 설계의 중요한 참고로 사용할 예정이다. 후방에 작업툴을 교체하여 사

용가능한 특징이 있다.

[그림 3-185] XT1200 트렌처 ROV의 동작 모습

작업심도 최대 2,700m 매설심도 ~3.0m

크기 6.1(W)x9.0(L)x3.9(H) 제팅 압력 187 kW/250 HP

무게 29te (공기중) 추진력 280 kW/375 HP

하강속도 2.0 knots 매설 토양 ~ 100kPa

전후속도 2.5 knots ROV 파워 1200 HP

[표 3-55] XT1200 스펙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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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ugro Q1400 Trencher ROV

- SMD 제작의 Q1400 제품은 현 개발 제품의 스펙에 비해 조금 높은 사양으로 

1400hp의 힘과 수심 3,000m에서의 작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매설심도는 최  3.0m

이다. 워터젯을 이용하여 케이블 지반을 매설하는 것은 동일하나 후방에 케이블을 

push하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3-186] Q1400 트렌처 ROV의 동작 모습

작업심도 최대 3,000m 매설심도 (최대) 3.0m

크기 7.8(L)x5.0(W)x4.1(H)m 제팅 압력 4~15bar

무게(공기중) 30te 워터 펌프 ~ 700 kW

무게(수중) Neutral 워터젯 깊이 0.25m 변수

하강속도 2.0 knots 워터젯 너비 0.5 ~ 1.2m

전후속도 3.0 knots ROV 파워 1050kW

[표 3-56] Q1400 스펙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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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외 제작업체 FORUM 견학 (2014.03)

[그림 3-187] FORUM사 방문(2014.3.10.)

[그림 3-188] FORUM사 ROV 개발 프로세스

[그림 3-189] FORUM사 ROV 제품 (왼쪽) XLX-150, (오른쪽) XT-300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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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0] ROV Control Box 모습

[그림 3-191] FORUM사의 실험설비

[그림 3-192] XT1200 프레임 조립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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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OTC 국제 전시회/학회 참관 (2014.05)

㉮ 일시 : 2014년 5월 4일(일) ~ 10일(토) (5박 7일)

㉯ 출장자: 이계홍, 김정태

㉰ 장소 : 미국 휴스턴 Reliant Stadium

㉱ 출장목적 :

-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OTC ) 2014 학회 및 전시회 참가.

-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참가한 다양한 국가 및 기관의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수중건

설로봇 개발 과제와 관련한 최신 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 국제기술교류 가능성 등

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

OTC 2014 소개

- OTC2014는 수심용 해양구조물과 관련하여 해양관련 전시회와 학술발표를 겸하고 

있는 국제회의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행사로 매년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됨.

- 학술발표의 경우, 일반적인 해양플랜트인 Oil & Gas 분야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해

양구조물을 비롯하여 ROV나 AUV와 같은 수중작업용 로봇(장비), 그리고 해상풍력

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주제에 해 다루고 있음.

- 전시회의 경우에는 Oil major를 비롯하여 해양구조물 설치업체, 해양 엔지니어링업

체, 해양기자재 및 수중장비업체 등을 위주로 하여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고자 하였

으며, 해양구조물을 비롯하여 수중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 및 부품 등과 관련하여 

전세계 3,000여 업체가 제품 및 기술을 전시하고 있음.

활동 사항

-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되는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OTC) 2014에 참석하여 

수심용 해양구조물 및 수중작업용 장비에 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기술교류

를 진행하였음.

- 뿐만 아니라 해양구조물 수중 시공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장비 (수중로봇)

에 한 최신 동향을 파악

- 또한,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참가한 다양한 국가 및 기관의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수중건설로봇 개발 과제와 관련한 최신 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 국제기술교류 가능

성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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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3] OTC 학회/전시회 등록

[그림 3-194] 학회 세션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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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5] OTC 학회/전시관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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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6] Perry(FORUM)사의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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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7] Ocean Engineering사의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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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8] JELEC사의 선상 컨트롤 시스템

[그림 3-199] OneSubsea사의 선상시스템

[그림 3-200] VROX사의 선상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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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외 ROV 제작업체 SMD 견학 (2014.10)

㉮ 일시 : 2014년 10월 26일 ~ 11월 1일 (5박 7일)

㉯ 장소 : 영국(뉴캐슬, 런던, 사우든햄튼)

㉰ 출장목적 :

- 수중건설로봇 제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세계적 기업인 FORUM, SMD, SAAB사를 

방문하여 산업적으로 실용화된 장비의 수준 파악과 함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자함. 이를 통하여 본 사업단 결과물의 실용화 및 상용화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방문하는 업체에서 소형 ROV, 추진기, 전원 시스템, HPU, 케이블 그리퍼 및 

커터, 정  원격제어 기술 및 관련 부품 등에 관하여 견적 및 구매를 진행할 예정

임.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의 금전적, 시간적인 면에서 본 사업단에 많

은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3-201] 회의 사진 및 참석자 사진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247

[그림 3-202] ROV, TMS 실내 수조 점검 사진

[그림 3-203] 개발중인 ROV 사진

[그림 3-204] 시뮬레이터 조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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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5] SMD 기술진과의 회의

[그림 3-206] 제작 중인 ROV 모습

[그림 3-207] 제작 중인 LARS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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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른 선상관제시스템 예시

[그림 3-208] 선상관제시스템 운영 예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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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상관제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① 요구사항 분석 작업

㉮ 해외 자료 조사

FORUM, SMD, FMC Technologies 등 메이저 제작업체의 자료 수집

FORUM 견학 방문 (2014.03)

SMD 견학 및 정보 협의 (2014.10)

OTC 국제 전시회/학회 참관 (2014.05)

㉯ T800의 세부 자료

(주)KT서브마린의 다년간의 노하우 및 기술력

보유 T800의 견학 및 운영 소개

T800 매뉴얼 및 설계 도면 조사

실 운영진의 기술 자문

KIRO의 다년간 다수의 ROV 제작 및 운영 경험

- 해미래, 이심이 등의 형 국책과제 진행 경험

- P-SURO I/II의 제작 경험 및 다년가의 운영 경험

- 수중자율유영 S/W 기술 개발 과제 진행 및 만타형 ROV 제작 진행

KIRO의 전문 연구 인력

- 박사급 3명의 전문 인력 참여 및 수중로봇 다수 경험

- 제어 및 유압 관련 전문 인력

- 소프트웨어 설계 및 제작 전문 인력

- 3개월간의 내부 집중 필요 기능 분석 작업 진행

[그림 3-209] 기능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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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상관제시스템에 한 주요 목표

기능성

- 플랫폼 및 각종 부착 센서 장비 및 제어 장비 데이터 및 표시 정의

- 전력 및 유압 장치 데이터 정의

- 선상 컨트롤밴 부착 각종 제어 및 표시 장치 데이터 정의

- 300여 가지 필요기능 도출

편리성

-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 실 사용자 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직관적 3D S/W 화면 시안 설계

- 사용자 공간 활용 편의를 위한 인체공학적 컨트롤밴 설계

- 사용자 편의 유틸리티를 통한 단일 시스템 사용

안정성

- 센서 및 제어 데이터의 이중화 또는 삼중화 구성

- 각종 위험 요소 정의 및 처 가능

- S/W 및 H/W 외부 보안성 중점

- 시스템 접근 권한 설정 및 그룹화

확장성

- 새로운 센서 또는 제어 장비의 추가 및 제거가 쉬운 프로그램 구현

[그림 3-210] 분석 작업을 통해 얻은 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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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및 유틸리티의 추가 및 확  용이 설계

- 컨트롤밴 공간 최적화를 통한 추가 설비 및 장비 부착 용이

- 기능 분석을 통해 얻은 내용을 S/W 측면과 H/W 측면으로 분리하여 일부 S/W 요구 

사항을 참여기관인 (주)솔탑에 전달하였음. 그 외 S/W와 H/W 요구사항은 KIRO에

서 추적 진행할 예정임.

③ 선상관제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리

[그림 3-211] 선상관제소프트웨어 요구사항서 

- 요구사항 분류 구조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코드

플랫폼
(PL)

플랫폼 운행
(PN)

(MIS) 임무 수행 PL-PN-MIS
(NAV) 항법 PL-PN-NAV

(MOV) 플랫폼 이동 PL-PN-MOV
　

제어 장비
(CD)

(PRO) 추진기 PL-CD-PRO

(MAN) 머니퓰레이터 PL-CD-MAN

(WAF) 워터젯 틸트 프레임 PL-CD-WAF

(WAT) 워터젯 분사 장치 PL-CD-WAT

[표 3-57] 요구사항 분류 구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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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레벨 2 레벨 3 코드
(CDF) 케이블 검출기 틸트 프레임 PL-CD-CDF

(CPT) 카메라 팬틸트 PL-CD-CPT

(LIG) 라이트 PL-CD-LIG

(CUT) 케이블 커터 연결단자 PL-CD-CUT

(GRI)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 PL-CD-GRI

　 　 　

센서 장비
(SD)

(SON) 소나 센서 PL-SD-SON

(TTS) 케이블 검출기 PL-SD-TTS

(CAM) 카메라 PL-SD-CAM

(DEP) 심도 센서 PL-SD-DEP

(IMU) 관성항법 센서 PL-SD-IMU

(AHR) AHRS 센서 PL-SD-AHR

(DVL) DVL 센서 PL-SD-DVL

(GYR) GYRO 센서 PL-SD-GYR

　 　 　

플랫폼 운영
(PO)

(ELE) 플랫폼 전력 PL-PO-ELE

(HYD) 플랫폼 유압 PL-PO-HYD

(VES) 플랫폼 내압용기 PL-PO-VES

　 　 　 　

선상유닛
(SU)

출력장치
(OU)

(MON) 모니터 SU-OU-MON

(LED) LED 등 SU-OU-LED

　 　 　

입력장치
(IN)

(JOY) 조이스틱 SU-IN-JOY

(BUT) 조작 버튼 SU-IN-BUT

(TOU) 터치 스크린 SU-IN-TOU

　 　 　

운영기기
(MA)

(UPS) UPS 시스템 SU-MA-UPS

(COM) 컴퓨터 장치 SU-MA-COM

(REC) 영상 녹화 장치 SU-MA-REC

(WIN) 윈치 시스템 SU-MA-WIN

　 　 　

시스템 자원 관리
(RE)

(SYS) 시스템 사양 정보 SU-RE-SYS

(DST) 데이터 저장 공간 SU-RE-DST

(RST) 영상 녹화 장치 저장   공간 SU-RE-RST

(SLU) 시스템 접속자 SU-RE-SLU

　 　 　

GUI (GU) (DIS) 모니터와 화면 연동 SU-GU-DIS

　 　 　

로그 기능
(LO)

(LOG) 플랫폼 센서 데이터 로그 SU-LO-LOG

(HIS) 사용자 운영 기록 SU-LO-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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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레벨 2 레벨 3 코드

사용자 관리
(US)

(UIN) 사용자 정보 SU-US-UIN
(GIN) 그룹 정보 SU-US-GIN
(AUT) 접근 권한 SU-US-AUT
(PER) 고유 설정 SU-US-PER

　 　

긴급상황
(ES)

운행 문제 발생
(NP)

(STU) 플랫폼 이동 불능(빠짐, 끼임) ES-NP-STU
(LOS) 현재 위치 파악 안됨 ES-NP-LOS

(CAB) 플랫폼 연결 케이블 문제 ES-NP-CAB
　

제어 장비 고장
(CP)

(PRO) 추진기 ES-CP-PRO
(MAN) 머니퓰레이터 ES-CP-MAN

(WAF) 워터젯 틸트 프레임 ES-CP-WAF
(WAT) 워터젯 분사 장치 ES-CP-WAT

(CDF) 케이블 검출기 연결 프레임 ES-CP-CDF
(CPT) 카메라 팬틸트 ES-CP-CPT

(LIG) 라이트 ES-CP-LIG
(CUT) 케이블 커터 PL-CD-CUT

(GRI)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 PL-CD-GRI
　

센서 장비 고장
(SP)

(SON) 소나 센서 ES-SP-SON
(TSS) 케이블 검출기 ES-SP-TSS

(CAM) 카메라 ES-SP-CAM
(DEP) 심도 센서 ES-SP-DEP

(IMU) 관성항법 센서 ES-SP-IMU
(AHR) AHRS 센서 ES-SP-AHR
(DVL) DVL 센서 ES-SP-DVL

(GYR) GYRO 센서 ES-SP-GYR
　

운영 문제 발생
(OP)

(ELE) 플랫폼 전력 ES-OP-ELE
(HYD) 플랫폼 유압 ES-OP-HYD

(VES) 플랫폼 내압용기 ES-OP-VES
　

선상유닛 문제 발생
(UP)

(SED) 선상유닛 전력 문제 ES-UP-SED
(SOM) 선상유닛 운영시스템(컴퓨터) 불능 ES-UP-SOM

　 　

기타
(ET)

알림기능
(AL)

(ERR) 문제상황 알림 ET-AL-ERR
(ANN) 정보 알림 ET-AL-ANN

　

유틸리티
(UT)

(TIM) 시계 ET-UT-TIM
(MES) 메신저 ET-UT-MES
(MEM) 메모장 ET-UT-MEM

(INS) 설치 프로그램 ET-UT-INS
　

비기능
(NF)

(DES) 화면 디자인 규정 ET-NF-DES
(MOD) 모듈화 ET-NF-MOD
(SAF) 안정성 ET-NF-SAF
(EXT) 확장성 ET-NF-EXT

(INF) 개발 인프라 ET-NF-INF
(SCH) 진행 일정 ET-NF-SCH

(RES) 결과물 ET-NF-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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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명칭표

레벨 코드 이름

1

PL 플랫폼 (Platform)

SU 선상유닛 (Surface Unit)

ES 긴급상황 (Emergency Situation)

ET 기타 (Etc)

2

PN 플랫폼 운행 (Platform Navigation)

CD 제어 장비 (Control Device)

SD 센서 장비 (Sensor Device)

PO 플랫폼 운영 (Platform Operating)

OU 출력 장치 (Output)

IN 입력 장치 (Input)

MA 운영 기기 (Machine)

RE 시스템 자원 관리 (System Resource Management)

GU GUI (Graphic User Interface)

LO 로그 기능 (Logging)

US 사용자 관리 (User Management)

NP 운행 문제 발생 (Navigation Problem)

CP 제어 장비 고장 (Control Device Problem)

SP 센서 장비 고장 (Sensor Device Problem)

OP 플랫폼 운영 문제 발생 (Platform Operating Problem)

UP 선상유닛 문제 발생 (Surface Unit Problem)

UT 유틸리티 (Utility)

NF 비기능 (Non-Function)

AL 알람 (Alarm)

3

MIS 임무 수행 (Mission)

NAV 항법 (Navigation)

MOV 플랫폼 이동 (Platform Movement)

PRO 추진기 (Propulsion)

MAN 머니퓰레이터 (Manipulator)

WAF 워터젯 틸트 프레임 (WaterJet Tilt Frame)

WAT 워터젯 분사 장치 (WaterJet)

CDF 케이블 검출기 틸트 프레임 (Cable Detector Tilt Frame)

CPT 카메라 팬틸트 (Camera Pan-Tilt)

LIG 라이트 (Light)

CUT 케이블 커터 (Cable Cutter)

GRI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 (Cable Gripper Connector)

SON 소나 센서 (Sonar Sensor)

TTS 케이블 검출기 (TTS Cable Detector)

CAM 카메라 (Camera)

[표 3-58] 요구사항 분류 명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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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코드 이름
DEP 심도 센서 (Depth Sensor)
IMU 관성항법 센서 (IMU)
AHR AHRS 센서
DVL DVL 센서
GYR GYRO 센서
ELE 플랫폼 전력 (Electricity)
HYD 플랫폼 유압 (Hydrauric Oil)
MON 모니터 (Monitor)
LED LED 등 (LED)
JOY 조이스틱 (Joystick)
BUT 조작 버튼 (Button)
TOU 터치 스크린 (Touch Screen)
UPS UPS 시스템
COM 컴퓨터 장치
REC 영상 녹화 장치
WIN 윈치 시스템 (Winch System)
SYS 시스템 사양 정보 (System Information)
DST 데이터 저장 공간 (Data Storage)
RST 영상 녹화 장치 저장 공간 (REC Storage)
SLU 시스템 접속자 (System Log-In User)
DIV 화면 분활 (Screen Division)
MMI 다수 모니터 화면 연동 (Multi Monitor Interlock)
LOG 플랫폼 센서 데이터 로그 (Data Logging)
HIS 사용자 운영 기록 (User Operating History)
UIN 사용자 정보 (User Information)
GIN 그룹 정보 (Group Information)
AUT 접근 권한 (Access Authority)
PER 개인 설정 (Personality)
STU 플랫폼 이동 불능(빠짐, 끼임) (Platform Stuck)
LOS 플랫폼 위치 파악 안됨 (Plastform Lost)
CAB 플랫폼 연결 케이블 문제 (Cable Problem)
SED 선상유닛 전력 차단 (Surface Unit Electricity Disconnected)
SOM 선상유닛 운영시스템 불능 (Surface Unit O/S Malfunction)
ERR 문제 발생 (Error Occurance)
ANN 알림 정보 (Announce Information)
TIM 시계 (Timer)
MES 메신저 (Messenger)
MEM 메모장 (Memo)
SEL 사용자 녹화 프로그램 (Self Recoding)
INS 설치 프로그램 (Install Program)
DES 화면 디자인 규정 (Design Guideline)
MOD 모듈화 (Modulization)
SAF 안정성 (Safety)
EXT 확장성 (Extensability)
INF 개발 인프라 (Development Infrastructure)
SCH 개발 일정 (Schedule)
RES 결과물 (Resul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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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예시

[그림 3-212] 요구사항서의 요구사항 예시

(다) 선상관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GUI 디자인 가이드라인 문서

- 선상관제 소프트웨어의 외형적 측면인 디자인을 마련할 때, 디자인의 통일성을 주

고 편의성 및 효율성을 주기 위하여, 기본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그림 3-213] 선상관제소프트웨어 GUI 지침서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258

② 선상 컨트롤 패널 시스템 사양

- 선상관제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선상관제시스템의 기본 하드웨어 구성

[그림 3-214] 선상관제실 조종사 패널 모형안

㉮ 사용자

ROV 운용 조종사

ROV 머니퓰레이터 조종사 또는 보조 조종사

㉯ 출력장치 (Output Device)

전방 화면 (4 패널, 총 해상도: 16K)

하단 터치패드용 화면 (해상도: 1920x1080)

표시 및 알림 등

㉰ 입력장치 (Input Device)

하단 터치패드용 터치센서 (위치 선택 기능)

조이스틱 (상하좌우 방향 선택, 특수 버튼 기능)

숫자 키패드 (0~9, 엔터키)

작동 버튼

- 인체공학적 디자인 설계를 위하여, 사용자의 눈높이 및 자세, 손의 위치 등을 고려

한 화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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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패널 앞 사용자의 자세 및 상대 위치도

③ GUI 폰트 및 색상 규정

- 화면 표시 폰트에 한 규정 : 사용 폰트(글꼴)의 종류와 크기를 정하고, 정의된 폰

트들 내에서 화면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그림 3-216] GUI 사용 폰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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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GUI 사용 색상 제시

④ 전방화면 분할 및 GUI제어툴

- 소형 디스플레이 장치를 지양하고, 전방 형화면을 통해 다수의 많은 정보가 효율

적으로 배치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함.

[그림 3-218] 전방 스크린의 화면 분할 예시

- 일반 데스트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GUI 동작툴이, 선상시스템에는 부합하

지 않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GUI 동작툴을 제한하여 안정적이고 명확한 동작 제

어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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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사용자 GUI의 가능 동작툴의 제한 및 예시

⑤ GUI 화면 예시

- 사용 가능 화면 구성의 예를 제시

[그림 3-220] 화면 구성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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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상관제 하드웨어 시스템 개념 및 상세 설계

① 국내외 선상관제 컨트롤밴 조사 

㉮ 표준 컨테이너 크기

[그림 3-221] 표준 컨테이너의 모습 및 크기

[표 3-59] 표준 컨테이너 크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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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에서의 안정적인 작업과 작업 공간의 이동 및 설치 편의를 위하여 화물 컨테이

너를 이용한 선상관제시스템 구축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본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내부에 선상관제시스템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본 개발에서 사용할 컨테이너는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참조하여 20ft 컨테이너를 

컨트롤밴과 파워밴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길이 6m, 폭 2.4m, 높이 2.4m의 

내부 공간을 가질 예정이며, 부수적으로 에어콘이나 출입문, 창 등으로 인한 추가 

공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컨테이너 상부나 주위에 집형으로 적재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QUEST WROV

- QUEST WROV는 20ft 표준 컨테이너를 확장하여 30ft로 제작한 공간상에서 컨트롤

밴을 구성하고 있다. 내부 구조는 크게 CONTROL 작업 영역과 MAINTENANCE 작

업영역으로 물리적 구분을 하여 배치하고 있다. CONTROL 작업 영역의 경우에는 

두 명의 파일럿과 한명의 관리자가 좌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두 명의 파일럿

은 우측의 벽면을 바라보고 작업하도록 좌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천정에는 프로젝

터가 설치되어 우측벽면에 위치한 스크린으로 화면을 투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림 3-222] QUEST WROV 선상 컨트롤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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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QUEST WROV 컨테이너의 외형 규격

[그림 3-224] QUEST WROV 컨트롤밴 내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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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QUEST WROV의 선상관제시스템 컴퓨터 구조도

- 선상관제시스템은 중앙에 RTC 컴퓨터가 배치되어 실시간으로 플랫폼 데이터를 받

고, 두 명의 파일럿을 위한 터치스크린 화면을 장착한 컴퓨터가 존재한다. 작업 내

용과 플랫폼에서 오는 카메라 영상은 영상MUX 장비를 통하여 화면배치가 되어 프

로젝트를 통해 전방 스크린에 투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③ T800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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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T800 ROV의 컨트롤밴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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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ry사의 T800 ROV에 사용하는 컨트롤밴은 (주)KT서브마린의 협조를 구하여, 실

제 사용중인 T800 ROV 컨트롤밴의 견학 및 세부 자료를 획득하였다. T800 ROV 

컨트롤밴은 20ft의 표준 규격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였으며, 내부에는 두 명의 파일럿

이 우측면을 바라보며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두 명의 파일럿은 플랫폼 파일럿과 

머니퓰레이터 파일럿이다. 파일럿이 작업하는 패널에는 세 열의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으며, 파일럿 뒤쪽에는 Video Recording 장치와 전방 화면 카메라 배치 장치, UPS 

장치 등이 들어있는 랙이 존재한다. 출입문은 두 개가 있으며, 왼쪽 출입문 근처에

는 책상이 있어서 MAINTENANCE에 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림 3-227] T800 ROV 컨트롤밴 내부 배치

④ Jason II Electrical System

- 다수의 모니터를 전방에 배치하여 플랫폼 카메라 영상과 제어 화면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3-228] Jason II의 선상관제시스템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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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Jason II 선상관제시스템 구조도

⑤ KIOST KORDI

[그림 3-230] KORDI 선상관제 컨트롤밴의 상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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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KORDI 선상관제 컨트롤밴의 측면 배치도

[그림 3-232] KORDI 선상관제 시스템 구조도

- 연구목적의 ROV를 위한 선상관제시스템 컨트롤밴이며,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자/

개발자가 함께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느 컨트롤밴과 달리 넓은 벽면에 화면을 

배치하는 점에서 특징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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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조도에서 보면, 장비별 구성이 아닌 기능별로 분류하여 항법관련 컴퓨터, 

머니퓰레이터 제어 컴퓨터, UUV 서버 컴퓨터, 연구목적 컴퓨터 등으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⑥ 크랩스터 선상관제작업실

[그림 3-233] KRISO 크랩스터 선상관제시스템 컨트롤밴의 내부 작업 모습

- KORDI의 컨트롤밴 구조와 비슷하게, 넓은 면에 화면을 배치하여 다수의 연구자들

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센서 정보와 제어 정보를 다수의 컴퓨터 

화면에 분리하여 표출한다.

⑦ 개발 과제 선상관제시스템

㉮ 공간 배치안

- 본 연구 개발의 컨트롤밴은 연구 목적의 ROV 조작이 아닌 준상업적 ROV 제품 개

발을 목적으로 하기 있다. 따라서, 다수의 모니터를 긴 벽면에 배치하기 보다는 좁

은 공간을 두 명 또는 세 명의 사용자가 작업하기 편한 짧은 벽면에 배치하도록 하

였다. 

- 전체 컨트롤밴은 제어공간(CONTROL AREA)와 관리공간(MAINTENANE AREA)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통하여 분리적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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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공간에는 한 명의 플랫폼 파일럿과 또 다른 한 명의 머니퓰레이터 파일이 동시

에 앉아서 작업할 수 있고, 뒤에서 관리자나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배치

하였다.

- 관리공간에는 PDU, Video Recording, Computer, DB 등의 장비를 두는 공간과 스케

쥴관리, 작업관리, 문서작업, 업무분석 등의 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테이블을 

배치하였다.

- 출입문은 관리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짧은 벽면에 배치한 주 출입문과, 제어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긴 벽면에 배치한 보조 출입문이 존재한다. 일반적 통해경로는 보안

상의 이유로 주 출입문을 통하여 관리공간을 지나서 작업공간에 도달하도록 하였

다. 보조 출입문은 긴급 상황이나 환기를 목적으로 열도록 권장한다. 각 출입문은 

부분 개폐시 내부의 구조가 덜 노출되는 방향으로 문의 방향을 배치한다.

[그림 3-234] KIRO 선상관제시스템 컨트롤밴 징비 배치안

- 주 파일럿(플랫폼 제어 파일럿)과 보조 파일럿 또는 머니퓰레이터 파일럿이 앉는 

제어공간과 제어를 위한 각종 장비가 부착되어 있는 패널이 있다.

- 패널에는 전방에 4 의 형모니터를 연속으로 연결시켜 놓은 주 화면이 존재하고, 

파일럿의 앞에는 제어 목적의 터치스크린이 존재한다. 각 파일럿의 자리에는 조이

스틱과 보조 버튼이 배치되어 있으며, 패널의 중앙에도 제어를 위한 공용버튼이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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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파일럿 사용 패널의 배치안

- 파일럿의 조작 편의를 위하여 전방의 형화면과 터치스크린의 위치 및 거리는 인

체공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그림 3-236] 파일럿의 제어 편의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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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장비 배치안

- 본 과제 결과물로서 컨트롤밴의 하드웨어 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플

랫폼에서 오는 각종 센서 데이터와 플랫폼으로 내려보내는 제어 데이터가 광케이블

을 통해서 선상의 컨트롤밴과 연결이 된다.

- 보내오는 데이터는 모두 디지털화되어 전송되며, 허브를 통해 연결된 컴퓨터에 전

달된다. 허브에 연결된 컴퓨터는 패널에 위치한 전방 컴퓨터, 주파일럿 컴퓨터, 머

니퓰레이터 파일럿 컴퓨터, 비디오 레코더 시스템, DB 서버, 그리고 외부에서 연결

되는 관리자 컴퓨터가 있다.

- 전방 컴퓨터의 주 업무는 전방의 형스크린에 표시되는 GUI 화면을 관리하는 업

무와 패널의 중앙에 배치된 공통 버튼과 알림등의 관리업무이다.

- 주 파일럿 컴퓨터는 주 파일럿의 역할인 플랫폼 제어를 위한 각종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과 조이스틱, 그리고 각종 버튼과 알림등을 관리한다.

- 머니퓰레이터 파일럿 컴퓨터는 머니퓰레이터 조종사를 위한 컴퓨터로 역시 터치스

크린과 조이스틱, 그리고 각종 버튼과 알림등을 관리한다.

- 비디오 레코더 시스템은 플랫폼에 장착된 카메라와 소나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리

플레이(re-play)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DB 서버는 각종 플랫폼 센서 데이터나 제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선상에서 발생하

는 각종 데이터에 한 기록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 관리자 컴퓨터는 중앙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자의 권한 수정이나 작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그림 3-237]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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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센서 및 제어 데이터 흐름도

- 선상 컨트롤밴의 데이터는 기존의 시스템들이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의 

혼합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한 것을, 모두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전체 시스

템을 간결하게 만들었다.

-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아날로그 카메라 데이터에 한 처리로, 본 개발에서는 비디

오서버 장비와 디지털 변환기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 비디오서버 장비는 아날로드 카메라 영상 포트를 연결하여 입력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엔코딩하여 MPEG, JPEG, H.232 등의 영상전송 표준 프로토콜로 전송한다. 

이때 비디오서버가 통신서버 역할을 하여 이더넷에 연결된 여러 통신클라이언트에 

영상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사용하고자 하는 비디오서버 제품(VS8801)에 한 스

펙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38] 비디오서버 스펙(VS8801)

- 플랫폼 제작 담당인 (주) 양전기공업과 협의 결과, 물리적 크기나 사용 전력 등에

서 플랫폼의 내압용기 장착에 문제없음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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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변화기의 경우는 컴퓨터에 카드형태로 부착되어 아날로그 입력을 연결하면, 

내부에서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의 변환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용하고자 하는 디

지털 변화기(IVCE-C608)에 한 스펙은 다음과 같다.

- 전체 데이터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TSS, 머니퓰레이터, 추진기 등 각종 센서장비는 

SBC를 통하여 디지털 패킷으로 전환되어 전달되고, 아날로그 카메라 영상은 비디

오서버를 통하여 디지털 패킷으로 전달된다. HD 디지털 카메라의 데이터는 그 로 

디지털 데이터로 전달된다. 이 데이터들이 광케이블을 통하여 선상의 컴퓨터에 연

결되어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

[그림 3-239] 디지털 데이터 흐름도

(가)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제작

① 간이 시스템 구성도

- 수중건설 중장비 ROV Trencher에는 각종 센서장비와 제어장비, 그리고 선상에서의 

많은 장비들이 맞물려 있다.

- 시스템 전체 구성에 앞서, 현재 구성 가능한 장비를 바탕으로 플랫폼에서 선상관제

시스템까지 연동되는 데이터의 센싱 및 제어에 한 간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 최종 시스템은 간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확장된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 간이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ROV트렌처 파트와 다른 하나는 

선상관제시스템 파트이다. ROV트렌처 파트에는 ROV 트렌처에 장착될 각종 센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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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제어장비들 가운데, 팬틸트, 카메라, 라이트의 세 가지를 준비하였다. 선상관제

시스템 파트에는 디지털 컴퓨터 디스프레이 장치와 컴퓨터, 조이스틱, 버튼 및 알림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240]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구성도

- 팬틸트장비와 라이트장비는 이더캣 장비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거쳐 이

더넷에 연결되고, 8 의 아날로그 카메라는 비디오서버를 통하여 디지털영상데이터

로 전환되어 이너텟에 연결된다.

- ROV트렌처 파트와 선상관제시스템 파트를 연결하는 통로는 실제 해저 2,500m를 

연결할 광케이블로 구성된다.

- 선상관제시스템 파트에는 한 의 컴퓨터에 4K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와 키

보드, 마우스가 있고, 여기에 버튼, 조이스틱, 그리고 알림등이 연결된 이더캣 장비

가 연동하게 된다.

- 이더캣 장비를 통하여 각종 센서 및 제어 장비들이 쉽고 안정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이더넷에 연동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② 간이 시스템 구성

- 간이 시스템 구성도에 따라, 두 개의 테이블에 각각의 장비를 배치하였다. 왼쪽 테

이블은 ROV트렌처 파트에 해당되고, 오른쪽 테이블은 선상관제시스템 파트에 해당

된다.

- 선상관제시스템 파트의 조이스틱과 각종 버튼에 의해 ROV트렌처 파트의 팬티릍와 

라이트가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정보들이 선상관제시스템의 디스

플레이 장치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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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 카메라 장비

[그림 3-242]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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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 팬틸트

[그림 3-244]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 이더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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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 IP 비디오 서버

[그림 3-246]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 광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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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 조이스틱, 버튼, 알림등

[그림 3-248]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 선상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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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 전방화면 디스플레이

[그림 3-250] 선상관제 간이 시스템 - 전체 구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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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상 컨트롤밴 목업(Mock-Up) 제작

① 목업 제작

- 실 컨트롤밴 구성에 앞서, 컨셉 확정, 필요 장치 확정, 배치도 작성, 컨셉 디자인 확

정, 컨셉 동영상 제작 등을 거치면서 컨트롤밴에 한 구체적인 모습을 확정해간다. 

- 하지만, 영상이나 종이에 표현되는 정보만으로는 실제 컨트롤밴의 모습을 예상하기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좀 더 최종 컨트롤밴에 근접한 모습을 보기 위하여 

1:10 비율의 축소 목업을 제작하고자 한다.

② 컨트롤밴 배치

- 컨트롤밴의 내부 배치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에 맞추어 각 필요 모형을 확정

하고, 이를 1:10의 비율로 축소 설계하였다.

항목명 개수 제작

1 20ft 표준 컨테이너 1 자체 제작

2 파일럿 패널 1 자체 제작

3 작업 데스크 및 체어 2 구입

4 컴퓨터 랙 3 자체 제작

5 사람 모형 1 구입

[표 3-60] 컨트롤밴 목업 내부 제작 항목

[그림 3-251] 컨트롤밴 내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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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컨트롤밴 외부 모형 모습

[그림 3-253] 컨틀로밴 내부 모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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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업 제작

- 목업 제작을 위하여 다음의 단계를 거쳐 작업을 진행함.

[그림 3-254] 컨트롤밴 축소모형 설계 작업

[그림 3-255] 컨트롤밴 축소모형 3D 프린팅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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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컨트롤밴 축소모형 퍼티 작업

[그림 3-257] 컨트롤밴 축소모형 서페이스 흡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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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 컨트롤밴 축소모형 가조립 및 수정 작업

(다) 선상관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① 선상관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는 선상관제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항목을 식별하고, 식별

된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 기술 및 적용 방안에 한 분석 

및 정의를 수행한다. 본 과정을 통해 선상관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

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구사항에 해 사용자(기능/비 기능/인터페이스) 요구사항으

로 구분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시스템 요

구사항은 난이도, 중요도에 따라 상, 중, 하 등급을 구분하며, 요구사항에 한 분

석, 구현 방안, 제약 사항, 검증(테스트) 방법에 해 기술한다. 요구 사항 분석 및 

정의를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KIRO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ROV 관제

요구사항
312 건

기능 291 건 기능 119 건

비 기능 29 건 비 기능 23 건

인터페이스 2 건 인터페이스 2 건

- 요구 사항 분석 및 정의를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은 식별자를 부여하여 구분하며, 

요구사항 항목 별 식별자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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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자

사용자 기능 요구사항 UFR(User Functional Requirement)

사용자 비 기능 요구사항 UNR(User Non-functional Requirement)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IR(User Interface Requirement)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시스템 비 기능 요구사항 SNR(System Non-functional Requirement)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림 3-259]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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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0]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② 업무 기능 분석

- 도출된 요구사항은 기능에 따라 업무 기능 분해를 수행한다. 요구사항의 업무 기능

에 따라 제어, 감시, 표출, 관리, 부가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기능을 바탕으

로 하위 기능을 세분화한다. 본 과정을 통해 선상관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도출된다.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289

시스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선상관제 

소프트웨어

제어

플랫폼

이동 제어
자세 제어
이동 속도 제어
심도 유지 제어

장비

추진기 제어
머니퓰레이터 제어
워터젯 틸트 프레임 제어
워터젯 분사 장치 제어
케이블 검출기 틸트 프레임 제어
카메라 팬틸트 제어
라이트 제어
라이트 팬틸트 제어
케이블 커터 연결단자 제어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 제어

센서
소나 센서 제어
케이블 검출기 제어
카메라 제어

컨트롤 밴

전방화면 전원 제어
표시등(LED) 전원 제어
조이스틱 제어
조작 버튼 제어

감시

플랫폼

플랫폼 운용 감시
플랫폼 위치 감시
플랫폼 케이블 감시
플랫폼 전력 감시
플랫폼 유압 감시
플랫폼 내압 용기 감시

장비

추진기 감시
머니퓰레이터 감시
워터젯 틸트 프레임 감시
워터젯 분사 장치 감시
케이블 검출기 틸트 프레임 감시
카메라 팬틸트 감시
라이트 감시
라이트 팬틸트 감시
케이블 커터 연결단자 감시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 감시

센서

소나 센서 감시
케이블 검출기 감시
카메라 감시
심도 센서 감시
관성항법 센서 감시
AHRS 센서 감시
DVL 센서 감시
GYRO 센서 감시

[표 3-61] 선상관제시스템 업무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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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컨트롤 밴

모니터 감시
표시등(LED) 감시
조작 버튼 감시
터치스크린 감시
UPS 감시
컴퓨터 감시
영상 녹화 장치 감시
윈치 시스템 감시

표출

작업 정보

플랫폼 정보 표출
위치 정보
방향 정보

3D 플랫폼 표출
이동 정보
위치, 자세 정보

작업 정보 표출
작업 진로
작업 진척도
작업 정보

플랫폼

플랫폼 구조도 표출
플랫폼 전력 구조도 표출
플랫폼 유압 구조도 표출
플랫폼 자세 표출

장비

추진기 표출
머니퓰레이터 표출
워터젯 틸트 프레임 표출
워터젯 표출
케이블 검출기 틸트 프레임 표출
카메라 팬틸트 표출
라이트 표출
라이트 팬틸트 표출
케이블 커터 연결단자 표출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 표출

센서
소나 센서 표출
케이블 검출기 표출
카메라 표출

컨트롤 밴

모니터 표출
표시등(LED) 표출
조이스틱 표출

조작 버튼 표출
터치스크린 표출
UPS 표출
컴퓨터 표출
영상 녹화 장치 표출

윈치 시스템 윈치 시스템 표출

관리 작업 관리

작성

수정

등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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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된 업무 기능은 “업무 기능 분해도”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림 3-261] 업무 기능 분해도

시스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사용자 관리

로그인 사용자 목록 표출

그룹 관리

추가
수정
삭제
권한 부여

사용자 관리

추가
수정
삭제
그룹 부여

전방화면 관리
저장
로드
분할

장비 목록 관리
추가
수정
삭제

부가 기능

타이머
추가
수정
삭제

로그 조회
운영 로그
장비 로그
명령 로그

계정 인증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 재생 기록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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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상소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 도출된 업무 기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설계하고, Framework 및 

Component Interface에 한 구조를 설계한다. 선상관제 소프트웨어는 제어 및 모니

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제어 및 모니터링 화면 프로그램(RCMV)와 제어 및 모

니터링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제어 모니터링 프로그램(RCM), 장비와의 통신을 수

행하는 장비 통제 프로그램(RDC)로 구성된다.

[그림 3-262] 선상관제 소프트웨어 구성도

- 사용자는 통합 제어 및 모니터링 화면 프로그램(RCMV)를 통해 제어 명령 입력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RCMV를 통해 입력된 명령은 통합 제어 및 모니

터링 프로그램(RCM)을 통해 장비 통제 프로그램(RDC)으로 전달되게 된다. 플랫폼 

장비에 한 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 명령을 장비 통제 프로그램(RDC)에서 수행하

며, 수집된 상태 모니터링 정보는 통합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RCM)으로 전달

되어 관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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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관제 소프트웨어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장비 또는 기능(알고리즘), GUI 표출 형

태에 한 변경/추가에 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이때 선상관제 소프트웨

어의 기능 추가 및 기능 변경에 해 유연한 처를 위해 Framework & Component

에 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선상관제 소프트웨어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은 Component 

구조에 따라 작성(구현)되어지게 된다. 또한 작성된 Component는 Framework 기반에

서 동작되어, 추후 변경/추가가 용이한 구조로 가지게 된다.

[그림 3-263] Framework & Component 구조도

- 선상관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프로그램(RCMV, RCM, RDC)은 Framework 기

반 환경을 포함하며, 각 기능들은 Component Interface 규칙에 따라 작성된다. 또한, 

Component Interface는 기능 성격에 따라, Device Interface, Model Interface, GUI 

Interface로 구분된다. 작성된 Component는 선상관제 소프트웨어의 Run-time 중에 

Plug-In/Out 방식을 통해 기능 추가/제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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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Type 설명

Device Interface
장비와의 통신 업무를 수행
- 장비로부터 상태 정보 획득하여 Model 컴포넌트로 전달
- Model 컴포넌트로부터 입력받은 장비 제어 명령을 수행

Model Interface

정보 관리 및 알고리즘 업무를 수행
- Device 컴포넌트로부터 전달받은 장비 상태 정보 관리
Device 컴포넌트로부터 전달받은 장비 상태 정보를 GUI 컴포넌트로 전달
N대의 장비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 생성(알고리즘)
GUI 컴포넌트로부터 입력받은 장비 제어 명령을 Device 컴포넌트로 전달

GUI Interface
상태 정보 표출 및 제어 명령 입력 업무를 수행
Model 컴포넌트로부터 입력받은 장비 상태 정보를 GUI를 통해 표출
GUI를 통해 입력받은 제어 명령을 Model 컴포넌트로 전달

[표 3-62] 컴포넌트간 인터페이스 정의

- 선상관제 소프트웨어의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는 TCP/IP Socket 통신을 사용한다. 내

부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통신과 컴포넌트 통신으로 나뉘며, 시스템 통신은 선상관

제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통신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자 계정 인정 정보 및 

Framework 기반 구동을 위한 Component 정보 등에 한 송/수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3-264] 시스템 통신 예시

- 컴포넌트 통신은 장비에 종속적인 데이터에 한 통신 또는 플랫폼 정보 관리 및 

제어 정보에 한 통신을 수행한다. Device 컴포넌트로부터 다수의 Model 컴포넌트

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Model 컴포넌트는 GUI를 통해 표출할 데이터에 한 

Modeling 후 GUI 컴포넌트로 전달되어지게 된다. GUI 컴포넌트는 입력 받은 정보

를 GUI를 통해 표출하고, 사용자로부터 제어 명령을 입력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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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5] 컴포넌트 통신 예시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는 “아키텍처 설계서”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림 3-266] 아키텍쳐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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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스케이스 설계

- 선상관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액터(주체)와 기능(유스케이스)에 한 연관 관계

를 다이어그램을 통해 도식화한다. 또한 각 유스케이스에 한 기본 흐름, 안 흐

름, 예외 흐름을 정의함으로써 전체 기능에 해 명확한 기술 및 안전성을 높인다. 

도출된 유스케이스는 식별자를 부여하여 관리된다.

- 선상관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액터를 식별한다. 사용자 액터는 선상관제 소프트웨어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머니퓰레이터 제어 역할을 수행하는 머니퓰레이터 조종

사, 항법 제어 역할을 수행하는 파일럿으로 구분한다. 도출된 사용자 액터는 아래와 

같다.

[그림 3-267] 사용자 액터

액터명 설명

관리자 선상관제 소프트웨어의 설정 및 사용자, 장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액터

머니퓰레이터 
조종사

선상관제 소프트웨어를 통해 플랫폼의 머니퓰레이터 제어 역할을 수행하는 액터

파일럿
주/보조 파일럿이 대상이 되며, 선상관제 소프트웨어를 통해 플랫폼의 항법 제어 

역할을 수행하는 액터

- 유스케이스는 장비 제어, 장비 감시, 관리, 부가 기능으로 크게 4개의 패키지로 나

누어 구성하였으며, 각 패키지별 도출된 유스케이스 건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패키지명 개수 설명

장비 제어 20 플랫폼 제어 및 플랫폼 장비, 컨트롤 밴 장비 제어 관련 패키지

장비 감시 53 플랫폼 상태 감시 및 플랫폼 장비, 컨트롤 밴 장비 감시 및 표출 관련 패키지

관리 5 작업 계획, 전방화면 설정, 장비 목록, 사용자 관련 관리 패키지

부가 기능 7 타이머, 조회, 기록 재생 관련 부가 기능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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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케이스 설계는 “유스케이스명세서”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림 3-268] 유스케이스명세서 -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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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9] 유스케이스명세서 - 유스케이스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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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퀀스 다이어그램 설계

- 도출된 유스케이스를 바탕으로 객체들 간의 상호 작용 및 일련의 수행 흐름을 시퀀

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설계한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구현될 클래스 간의 연

결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도출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식별자를 부여하여 관리된다.

-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장비 제어, 장비 감시, 관리, 부가 기능으로 크게 4개의 패키

지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각 패키지별 도출된 시퀀스 다이어그램 건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패키지명 개수 설명
장비 제어 56 플랫폼 제어 및 플랫폼 장비, 컨트롤 밴 장비 제어 관련 패키지
장비 감시 55 플랫폼 상태 감시 및 플랫폼 장비, 컨트롤 밴 장비 감시 및 표출 관련 패키지

관리 16 작업 계획, 전방화면 설정, 장비 목록, 사용자 관련 관리 패키지
부가 기능 9 타이머, 조회, 기록 재생 관련 부가 기능 패키지

- 시퀀스 다이어그램 설계는 “클래스 설계서” 문서에 포함된다.

[그림 3-270] 클래스 설계서 - 시퀀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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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클래스 설계

-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도출된 클래스에 해 구현 가능한 상세 클래스 명세를 

수행한다. 클래스는 9개의 패키지로 구성되며, 각 패키지별 클래스 건 수는 아래 표

와 같다.

[그림 3-271] 클래스 패키지 다이어그램

구분 개수 설명

Compo
nent

Control &
Model

32
플랫폼 및 장비 제어 명령 및 GUI 컴포넌트 표출 데이터 모델링 

수행 클래스

Device 33 장비 제어 및 장비 상태 모니터링 수행 클래스

GUI 44 플랫폼 및 장비 상태 표출, 제어 명령 입력 수행 GUI 클래스

Entity
Entity 21 플랫폼 제어 및 감시, 시스템 관리에 사용되는 데이터 클래스

Enumerate 3 플랫폼 상태 및 장비 상태 정보 등 속성 정보 열거형

Framework 8
Framework 기반 동작을 위한 Component Interface 및 

Framework 구성 클래스

RCMV MainGUI 3
통합 제어 및 모니터링 화면 프로그램 메인 화면 및 로그인 

화면, 전방 화면의 GUI 클래스

RCM App 1 통합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메인 Application 클래스

RDC App 1 장비 통제 프로그램 메인 Application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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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설계를 통해 속성(멤버 변수), 오퍼레이션(메소드) 명이 정의 되며, 데이터 

타입, 입,출력 파라미터, 접근 제한자(public, private, protected) 등이 정의된다. 도출

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식별자를 부여하여 관리된다.

[그림 3-272] Framework 관련 주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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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설계는 “클래스설계서”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림 3-273] 클래스 설계서 -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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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4] 클래스 설계서 - 클래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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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화면 설계

- 클래스 설계를 통해 도출된 GUI 클래스에 한 화면 설계를 수행한다. 선상관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화면은 표출 형태 및 기능에 따라 4개의 패키지로 구성된다.

패키지명 개수 설명

제어 화면 15 플랫폼 제어 및 플랫폼 장비, 컨트롤 밴 장비 제어 화면

표출 화면 20 플랫폼 상태 감시 및 플랫폼 장비, 컨트롤 밴 장비 상태 표출 화면

관리 화면 4 작업, 사용자, 전방화면, 장비 목록 관리 화면

부가 화면 5 타이머, 로그 조회, 기록 재생 등 부가 기능 화면

패키
지명

화면 명 표출 위치 설명

제
어 
화
면

플랫폼 제어

터치스크린

플랫폼 크루즈 모드, 수동 이동, 자동 심도, 
자세 유지를 제어하며, 플랫폼의 자세 정보 및 

심도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케이블 검출기 틸트 프레임 제어
케이블 검출기 틸트 프레임의 펼침 각도를 

제어하며, 펼침 각도 정보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케이블 검출기 제어
케이블 검출기의 전원, 녹화, 설정을 제어하며, 

케이블 검출기 센싱 정보를 이미지로 표출

워터젯 틸트 프레임 제어
워터젯 틸트 프레임의 펼침 각도, 폭을 

제어하며, 펼침 각도, 폭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워터젯 분사 장치 제어
워터젯 분사 장치의 분사 여부를 제어하며, 
분사 여부 및 분사 압력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추진기 제어
각 추진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며, 플랫폼에 

위치한 각 추진기 및 회전 속도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머니퓰레이터 제어
머니퓰레이터의 각 관절 각도를 제어하며, 각 
관절의 관절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케이블 커터 연결단자 제어
케이블 커터 연결단자의 핀과 커팅 유압을 
제어하며, 케이블 커터 연결단자의 핀, 커팅 

유압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 제어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의 그립 유압을 

제어하며,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의 그립 
유압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카메라 팬틸트 제어
각 카메라 팬틸트의 팬, 틸트 각도를 제어하며, 

플랫폼에 위치한 각 카메라 팬틸트 및 팬, 
틸트 각도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카메라 제어
카메라의 전원, 녹화, 설정을 제어하며, 카메라 

영상을 표출

라이트 팬틸트 제어
각 라이트 팬틸트의 팬, 틸트 각도를 제어하며, 

플랫폼에 위치한 각 라이트 팬틸트 및 팬, 
틸트 각도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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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
지명

화면 명 표출 위치 설명

라이트 제어
각 라이트의 전원, 밝기를 제어하며, 플랫폼에 

위치한 각 라이트 및 전원, 밝기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소나 센서 제어
소나 센서의 전원, 녹화, 설정을 제어하며, 
소나 센서의 센싱 정보를 이미지로 표출

컨트롤 밴 제어

컨트롤 밴에 위치한 전방화면의 전원, 
조이스틱, 조작버튼의 입력 잠금을 제어하며, 
전방화면, 조이스틱, 조작버튼의 상태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표
출 
화
면

작업 정보 표출

전방화면

등록된 작업 계획 정보 및 2D Map, 3D를 통해 
플랫폼 위치 및 자세, 작업 진로 정보를 표출

플랫폼 구조도 표출
플랫폼에 위치한 모든 장비의 상태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플랫폼 전력 구조도 표출
플랫폼에 위치한 모든 전력 장비의 전력 상태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플랫폼 유압 구조도 표출
플랫폼에 위치한 모든 유압 장비의 유압 상태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플랫폼 자세 표출
플랫폼의 자세 정보 및 심도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추진기 표출
플랫폼에 위치한 각 추진기 및 회전 속도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머니퓰레이터 표출 각 관절의 관절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워터젯 틸트 프레임 표출 펼침 각도, 폭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워터젯 분사 장치 표출
분사 여부 및 분사 압력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케이블 검출기 틸트 프레임 표출 펼침 각도 정보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카메라 팬틸트 표출
플랫폼에 위치한 각 카메라 팬틸트 및 팬, 
틸트 각도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라이트 표출
플랫폼에 위치한 각 라이트 및 전원, 밝기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라이트 팬틸트 표출
플랫폼에 위치한 각 라이트 및 전원, 밝기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케이블 커터 연결단자 표출
케이블 커터 연결단자의 핀, 커팅 유압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 표출
케이블 그리퍼 연결단자의 그립 유압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소나 센서 표출 나 센서의 센싱 정보를 이미지로 표출

케이블 검출기 표출 케이블 검출기 센싱 정보를 이미지로 표출

카메라 표출 카메라 영상을 표출

컨트롤 밴 표출
컨트롤 밴에 위치한 전방화면, 조이스틱, 

조작버튼, 터치스크린, 영상녹화장치, UPS,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윈치 시스템 표출
윈치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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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5] 화면 시안 - 메인 메뉴

패키
지명

화면 명 표출 위치 설명

관
리 
화
면

작업 관리

원격 터미널
(관리자 

계정 접근 
시)

작성된 작업 계획 파일을 등록, 제거를 
수행하며, 등록된 작업 계획의 작업 진로가 

2D Map에 표출

사용자 관리
사용자, 그룹의 추가/수정/삭제를 수행하며, 

그룹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사용자에 그룹을 부여

장비 관리
플랫폼, 컨트롤 밴 장비에 대한 목록을 

추가/수정/삭제를 수행

전방화면 관리 터치스크린
전방화면 표출 레이아웃 설정 및 표출 

아이템을 설정 및 저장

부
가 
화
면

로그인

터치스크린,
원격 터미널

선상관제 소프트웨어 접근을 위한 계정 인증

메인 메뉴
선상관제 소프트웨어 메인 화면으로 화면 메뉴 

및 장비 별 상태 정보 표출(Summary 형태)

로그 조회 운영, 장비, 명령 로그에 대한 과거 이력을 조회

기록 재생 특정 기간 동안의 장비 상태 정보를 재생

타이머 터치스크린 타이머 추가/수정/삭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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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6] 화면 시안 - 플랫폼 제어

[그림 3-277] 화면 시안 - 카메라, 팬틸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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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8] 화면 시안 - 카메라 제어

[그림 3-279] 화면 시안 - 케이블 검출기 틸트 프레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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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0] 화면 시안 - 컨트롤밴 표출

[그림 3-281] 화면 시안 - 장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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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설계는 각 화면에 한 화면 시안 및 화면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입력 컨트롤, 

표출 형태 등을 정의하며, 도출된 화면은 식별자를 부여하여 관리된다.

- 화면 설계는 “화면 설계서”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림 3-282] 화면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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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 선상관제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ER 다이어그램을 통해 도식화한다. 

사용자 관리, 전방화면 관리, 타이머 관리, 로그 관리, 장비 관리, 작업 관리에 필요

한 테이블을 설계하고, 각 테이블 간의 연결 관계를 다이어그램을 통해 도식화 한

다. 논리 모델 설계를 통해 테이블, 컬럼을 도출하고, 물리 모델 설계를 통해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계한다.

[그림 3-283] 논리 모델

[그림 3-284] 물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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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각 테이블에 해 컬럼명 및 데이터 타입, 길이을 정의하고, 주/외래 키, 

INDEX 등을 결정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DB 정의서”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림 3-285] DB 정의서

(차) 요구사항 추적

- 요구사항 정의, 유스케이스, 상세 클래스, 시퀀스, 화면 설계를 통해 도출된 각 식별

자는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관리된다. 각 요구 사항과 각 설계 항목의 식별자를 

매칭 시켜 요구사항 비 설계 항목의 추적이 가능하다.

- 요구사항 추적는 “요구사항 추적표”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림 3-286] 요구사항 추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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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Framework & Component 데모 소프트웨어

- 선상관제 소프트웨어의 확장성 검증을 위한 데모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였다. 데모 

소프트웨어는 GUI Framework 기능을 포함한 RCMV, Model Framework 기능을 포함

한 RCM, Device Framework 기능을 포함한 RDC가 작성되었으며, 케이블 검출기 틸

트 프레임 관련 Component가 각 Framework 기반에서 구동된다.

구분 설명 특징

실행
파일

RCMV (GUI Framework 포함)

GUI 컴포넌트 관리 프로그램
GUI Component Plug-In 시 화면 
레이아웃 추가, Plug-Out 시 화면 

레이아웃 제거

Run-Time 중 
기능 추가/제거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규칙에 의해 
작성된 기능 

확장
기능 별 모듈화
(컴포넌트화)를 
통해 유지보수 
및 기능 변경 
편의성 제공

RCM (Model Framework 포함)
Model 컴포넌트 관리 프로그램
화면이 포함되지 않은 Console 

형태 프로그램

RDC (Device Framework 포함)
Device 컴포넌트 관리 프로그램
화면이 포함되지 않은 Console 

형태 프로그램

컴포
넌트

GUI

TSS 틸트 프레임 제어 1 Spin Box를 통한 펼침 각도 제어

TSS 틸트 프레임 제어 2 Slider를 통한 펼침 각도 제어

TSS 틸트 프레임 표출 1 펼침 각도를 숫자 형태 표출

TSS 틸트 프레임 표출 2 펼침 각도를 이미지 형태 표출

Model
TSS 틸트 프레임 관리 1 펼침 각도 관리

TSS 틸트 프레임 관리 2 짝수일 경우만 펼침 각도 관리

Device TSS 틸트 프레임 장비 통신 입력 받은 펼침 각도 Console 출력

- RCMV, RCM, RDC는 실행 파일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각 실행 파일은 내부에 각 

Framwrok 구조를 포함한다. GUI, Model, Device Component는 각 Framework 기반에

서 동작하며, 작성된 Component는 Plug-In/Out을 통해 Run-time 중에 추가/제거 가능

하다. Framework & Component 데모 소프트웨어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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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7] 데모 소프트웨어 구조

(7) 전원공급장치 기술 개발 – 레보(주) 

(가) PDU (Power Distribution Unit) 회로도 설계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315

(나) PDU 부품사양 선정

부품명 모델명(제조사) 사진 사양 및 특징

MAIN A.C.B.
MVS12N4NW5V
(Schneider/독일)

고압가중차단기
Overload Protection

Short time short-circuit 
protection

Remote On/Off
Operating Current : 1,250[A]
Operating Voltage : ~ 690[V]

POWER 
ANALYZER

VIP 396 ALM 485
(Elcontrol/이탈리아)

Phase to Phase 600[V], 
Voltmeter

Max. 5A 변류기사용, 
3-Phase 단상, 3상 Y결선, 

3상 Delta결선 적용
RS-485 Modbus

PHASE 
MONITOR

3UG3013-1BR60
(Siemens/독일)

각 상의 전압 중 20% 오류 시 
접점 출력

전압 및 Trip 시간 조정 기능
Din Rail 취부형

Soft Starter
3RW3464-ODC34
(Siemens/독일)

DPS 내장
초기토그, 기동시간, 

정지시간 조절
Surge 방지 회로 내장(MOV)

Sort Starting Fault 시 자동 정지
제어전압 : AC120[V]

Operating Voltage : ~690[V]

G.F.M.
KCM363GF

(Megacon/노르웨이)

3-Phase Earth Fault 감시
4~20mA 출력

Latching 기능 내장
전용 IG-Transformer

[표 3-63] PDU 제품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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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모델명(제조사) 사진 사양 및 특징

Voltage Signal 
Converter

MCR-VA-UI-0DC
(Phoenix Contact / 

독일)

전원 : DC 18.6~30.2 [V]
입력전압에 비례한 

4~20mA 출력

Current 
Transformer

PACT 
MCR-V2-5012-85-15

0-5a-1
(Phoenix 

Contact/독일)

150A : 5A
입력전류에 비례한 

4~20mA 출력

Current Signal 
Converter

MACX 
MCR-SL-CAC-5-I

(Phoenix 
Contact/독일

- 1A~5A 입력전류
- 4~20mA 출력

Indicator
XB4BV34/XB4BV35
(Schneider/독일)

- 22mm 적색/황색
- Panel Mount
- IP65, NEMA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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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ower can 회로도 설계

[그림 3-288] Power can 회로도

(라) Power can 부품사양 선정

부품명 모델명(제조사) 사진 사양 및 특징

Toroidal 
Transformer

T.B.D.
(국내주문제작)

2100[V] to 220[V]
고압절연형

Current Signal 
Converter

MCR-S-10-50-UI-DCI
(Phoenix Contact 

/독일)

0A~55A 입력전류
4~20mA 출력

Light #1~9용 전류변환기

Current Signal 
Converter

MCR-S-1-5-UI-DCI
(Phoenix Contact 

/독일)

0A~11A 입력전류
4~20mA 출력

각종 계기류 전원용 전류변환기

[표 3-64] Power can 부품사양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318

(마) 밸브제어용 시험보드 JIG 회로도 및 JIG 형상

[그림 3-289] 밸브제어용 시험보드 JIG 회로도

[그림 3-290] 밸브제어용 시험보드 JIG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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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밸브제어용 시험보드 회로도

[그림 3-291] 밸브제어용 시험보드 회로도

[그림 3-292] 밸브제어용 시험보드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320

(사) 공동연구기관 레베산업 유압밸브팩 제어보드 회로도 및 PCB 형상

[그림 3-293] 유압밸브팩 제어보드 회로도

[그림 3-294] 유압밸브팩 제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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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POWER CAN용 트랜스 형상 및 사양

(8) 센서장비 구매 및 성능테스트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가) LED Matrix-3 SeaLite dimmer 기능 구현

① dimmer 조절 회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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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5] LED Matrix - 3 SeaLite 밝기 조절 회로 설계

② 실험모듈 구성

[그림 3-296] LED Matrix - 3 SeaLite 밝기 조절 실험모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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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immer 제어용 HMI 컨트롤러 제작

[그림 3-297] PCV 시리즈 dimmer 제어용 드라이버

[그림 3-298] Dimmer 제어용 HMI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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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조실험

[그림 3-299] LED Matrix-3 SeaLite dimmer 수조실험

(나) SS109HT 팬/틸트 인터페이스 모듈 구현

① SS109HT 일반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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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팬/틸티 수조실험 기구부 설계/제작

[그림 3-300] SS109HT 팬/틸트 부착용 기구부 설계/제작

③ 인터페이스 모듈 제작

[그림 3-301] SS109HT 팬/틸트 인터페이스 모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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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조실험

[그림 3-302] 라이트, 카메라, 및 팬/틸트 부착

[그림 3-303] SS109HT 팬/틸트 수조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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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HN600K3 DVL 인터페이스 모듈 제작

① WHN600K3 DVL 일반사양

② 수조실험

[그림 3-304] WHN600K3 DVL 수조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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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신프로토콜 분석

[그림 3-305] WHN600K3 DVL 프로토콜 분석

(9) 핵심 요소 기술 개발

(가) 수중 중작업용 로봇 시스템 고장 진단 및 대책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고장의 개념 및 고장 처 기법

고장

정의 시스템의 간헐적 오동작 또는 이상 현상

특징 고장 방치 → 확산 → 전역적 붕괴

검출 목적
시스템 이상 징후 조기 검진

안정적 운영 및 피해 확산 방지

[표 3-65] 고장의 개념과 검출 목적

Fault와 Failure

- fault와 failure는 모두 우리말로 ‘고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fault는 시스템의 간헐적 오동작 또는 결함을 

의미하며 발생 초기에는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잠재적인 피해 확산 가

능성을 지니고 있다. failure는 fault의 확산에 의해 발생하는 시스템 전역 붕괴 또는 

실패를 의미한다. 시스템 수리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fault 단계에서 조

기 검출하여 failur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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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처리 기법

- 고장을 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고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고장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거나 예방하기 힘들지

만 고장 발생 초기에 검출하고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고장을 다루는 방법에는 은폐, 회피, 포용, 허용, 검출, 분리 등의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이러한 기법들을 표 2에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고장 검출의 목적

- 고장 검출의 목적은 고장 발생 시 경고 신호를 발생, 관리자에게 고장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국소적 고장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기법 설명

은폐 (masking)
고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

고장에 의한 출력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회피 (avoidance)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고장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는 기법

포용 (tolerance)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주어진 제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강인 

제어 기법

허용 (accommodation)
고장이 발생한 상황을 수용하여 제어기의 형태를 적합하게 

변형

검출 (detection) 고장 발생 여부를 판단

분리 (isolation) 고장의 발생 위치 또는 원인을 판단

[표 3-66] 고장 대처 기법

고장 검출 ⇨ ALARM ⇨ 관리자

⇩

국소적 고장 ⇏ 전역 붕괴

[표 3-67] 고장 검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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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상호 연결 시스템(interconnected system))

- 아래 그림 1에서 system 1에 고장이 발생하였음을 가정하자. 검출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은 왼쪽 그림의 경우, system 2와 system 3에 고장이 확산될 위험이 있으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산 형태의 관측 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 고장을 조기에 검

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주변 시스템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림 3-306] 상호 연결 시스템

고장 검출의 방법론

- 고장 검출 기법은 크게 하드웨어 중복(hardware redundancy)을 사용하는 방법과 해

석적 중복(analytic redundancy)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 하드웨어 중복은 상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

으로 두 장비의 출력을 비교함으로써 고장을 판단하는 정성적 방법이다. 직관적이

긴 하지만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설비를 위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 반면 해석적 여분 기법은 모델 기반의 관측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법이다. 상 시

스템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적절한 검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하드웨어 중복 

기법의 장점을 그 로 가질 수 있으며 고장의 크기, 위치 등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드웨어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하드

웨어 중복 기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하드웨어 중복 기법과 해석적 중복 기법

에 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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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드웨어 중복(hardware redundancy) 해석적 중복(analytic redundancy)

특징

시스템과 동일한 장비 이용
공간 제약적

고비용
고장의 발생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법

직관적, 정성적

시스템의 해석적 모델 이용
공간 제약 없음

저비용
고장의 위치, 원인 등의 특성을 해석

해석적, 정량적

[표 3-68] 고장 검출 방법

② 해석적 중복 기법

- 본 연구에서는 ROV 트랜쳐의 고장 검출을 위해 해석적 중복 검출 기법을 사용한

다. 기 개발된 해석적 중복 기반의 고장 검출 기법을 연구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ROV trencher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관측기 

또는 필터 기반의 검출 기법을 개발하여 ROV의 동적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가 보

고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함은 물론 동적 모델링이 어려운 전장 부분

에 하여 통계학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진행 연구 향후 중점 연구 사항

ROV 고장 사례 및 기 개발된 고장 대책 기법 
검토

유압 추진기 및 밸브 모델 유도

고장 포용 제어기 설계 이론 개발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1단계
기계, 유압부 추가 모델링

모델 기반 검출 기법 연구 및 실험

2단계
선상 및 전장부 모델링

데이터 기반 검출 기법 연구 및 실험

3단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개발 및 고장 대책 

매뉴얼 작성

[표 3-69] 현재 진행 연구와 향후 연구 사항

- 동특성을 가지는 시스템의 경우, 고장의 검출을 위해 모델 기반의 관측기 또는 필

터를 사용한다. trencher의 외형상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압 및 기계 

구동 장치는 동역학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는 trencher의 자세 제어 및 항법과 직접

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써 고장에 의한 오동작은 로봇의 유실과 같은 재난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장 관측 시스템을 잘 설계하기 위해 이들의 동적 

모델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구동부에서 고장 발생 확률이 높은 주요 

지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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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유압 구성요소의 고장 검출기 설계를 위해 유압 밸브, 실린더, 보상

기, 추진기에 한 동적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수중에서 유압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육상 유압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누유, 오염 고장에 한 위험 

외에도 해수 유입과 수심에 따른 압력 보상, 조류 극복 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하지만 유압 시스템의 수중 운용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유압 추진기 동역학에 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 

- 다음 그림은 유량 제어 입력을 이용한 추력 제어 시스템과 고장 검출 시스템의 간

단한 블록다이어그램이다.

[그림 3-307] 고장 검출 블록다이어그램

- 그림 2에서 Real System은 유압 추력 제어 시스템, Analytic Model은 Real System과 

해석적 등가 모델이다. 고장에서 기인한 Real System과 Analytic Model 사이의 출력 

오차를 Residual Generator 블록으로 피드백하여 residual을 생성, Residual Evaluation 

블록에서 적절한 판단 논리를 사용하여 고장 여부를 판단한다.

③ 기타 고려사항

- ROV trencher의 고장 진단과 책 마련을 위해 검출 이론 이외에 다음 사항이 추가

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고장 책임자 결정

- 고장 발생 시 고장의 원인이 사용자 과실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자체 결함 또는 환경

적 요인에 의한 결과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고장 

분리(fault isolation)와 같은 고장 원인 분석 기법에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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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상황에서의 작업 / 고장 가중치

- 고장이 발생하였지만 ROV trencher가 주어진 제어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야할 경우 

고장 포용(fault tolerance) 또는 고장 허용(fault accommodation) 제어를 사용하여 작

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고장 상황에서는 신속히 인양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장 가중치의 기준 설정과 신속한 의사 결정 문

제가 연구되어야 한다.

(나) 수중 관성항법을 위한 초기정렬 알고리즘 개발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초기정렬 오차 모델

정지 상태에서 위치가 고정되고 속도가 0이므로 관성항법 오차모델은 다음과 같이 

자세오차 방정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추정된 항법좌표계가 실제 항법좌표계로부터의 뒤틀림

각을 뜻하며,  ×이고, 

은 동체좌표계에서 추정된 항법좌표계로의 좌표변환 

행렬을, 
는 각속도 오차를 뜻하며, 


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cos







sin
tan






여기서, 는 지구 자전각속도, 는 위도를 뜻하고, 는 NED 항법좌표계에

서 속도를, 은 지구반경을, 그리고 는 높이를 뜻한다. 

② 초기정렬 상태방정식

(1)식을 이용하여 초기정렬 필터의 상태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2)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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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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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여기서 은 가속도 오차, 은 각속도 오차를 뜻하며, 는 공정잡

음이다.

③ 초기정렬 측정 모델

 
  














,                         (3)

여기서,   
.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정 모델을 얻을 수 있음





   
  
  

× 




 ,             (4)

여기서,  


 








 ∼.

④ 칼만필터 구성

(3)식과 (4)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이산형 칼만필터 구성이 가능하다.

 
 ∼

,                        (5)

  ∼
,                          (6)

여기서,

 ,  





,    .

⑤ 시뮬레이션 검증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Honeywell사의 IMU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HG1700AG37 모델

의 생성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모델의 오차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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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pecifications (1)

Gyro bias 1⁰/hr

Gyro output noise 80g

Gyro random walk 0.125⁰/

Accelerometer bias 1mg

Accelerometer output noise 0.008ft/sec

Accelerometer random walk 0.065fps/

[표 3-70] HG1700AG37 IMU의 오차특성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롤, 피치, 방위각이 모두 0⁰인 조건하에서 시뮬레이터를 통하

여 얻었으며, 자세 계산은 IMU 샘플링 주기에 맞춰 10ms 마다 수행하고 칼만필터는 

1Hz의 샘플링 주기를 갖는다. 또한 초기오차는 롤, 피치가 각각 1⁰, 그리고 방위각 

오차를 10⁰로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은 칼만필터의 자세오차 추정특성을 보

여주며, 그림 2는 이에 따른 자세각 추정을 보여준다. 

[그림 3-308] 자세각 오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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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9]  헤딩값 오차 추정

(다) 수중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기술 개발 – 포스텍 

① 수중 작업환경에 강인한 유압 매니퓰레이터 관절속도 제어기 개발

㉮ 연구 동기 및 목적

- 수중 ROV 매니퓰레이터의 정확한 조작을 위해서는 조류 등의 제어에 미치는 영향

을 줄여야 함

-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란 자체를 줄일 수는 없으므로, 강인 제어를 통하여 외란의 

영향을 최소화

- 연구방향

- 유압 구동기 구동을 위한 기준 모델 도출

- 기준 모델에 기반한 강인 제어기 개발

- 1자유도 및 다자유도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한 실험 검증

㉯ 유압 구동기 구동을 위한 기준 모델 도출

서보밸브 및 유압 구동기 동역학 기반 선형화 모델 도출

- 기존에 알려져 있는 유압 구동기 모델은 공급 유량, 공급 압력, 기타 구조적 특징으

로 인한 변수가 많아 제어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잡한 제어기 및 많은 종류의 센서

가 필요

- 기존의 동역학 식을 통합 및 선형화 하는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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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서보밸브 및 유압 구동기의 비선형 동역학 

- 통합된 시스템 식의 파라미터를 선형화하여 제어를 위한 모델 획득

       

주파수 응답을 통한 실험적 시스템 모델 도출

- 파라미터의 변수가 많은 유압 구동기의 특성상 동역학 식을 통한 모델 도출이 어려움

- 실험적 시스템 식별을 이용하면 제어를 위한 기준 모델 도출이 용이

- 단위 되먹임 제어를 통하여 시스템의 닫힌 회로 전달함수 획득

- 제어의 편의를 위하여 2차 동역학 형태로 시스템 전달함수를 근사

㉰ 기준 모델에 기반한 강인 제어기 개발

- 외란에 강인하면서도 고성능의 위치제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준 모델 feedforward 

제어기 + 모델 추종 강인 제어기 형태로 제어기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델 feedforward 제어기는 동역학 모델이 기준 경로를 추종하도록 설계

[그림 3-311] 주파수가 증가하는 경로입력 실험을 통한 전달함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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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실험적 시스템 모델의 주파수 영역/시간 영역 표현

- 모델 추종 강인 제어기는 동역학 모델과 실제 시스템 모델간의 오차 동역학을 기반

으로 설계

㉱ 1자유도 및 다자유도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한 실험 검증

1자유도 기초실험

- 1자유도 유압구동기 실험장비 구성

[그림 3-313] 모델 오차 동역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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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D 제어기와 추종오차 및 bandwidth 등의 성능비교결과, 개발된 강인 제어기의 성

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4] PID 제어기의 위치추종 결과

[그림 3-315] 선형화 모델기반 강인 제어기의 위치추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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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실험적 모델기반 강인 제어기의 위치추종 결과 

② 2) 2자유도 매니퓰레이터 작업수행 실험

- end-effector로 가상의 평면상에 사각형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 

[그림 3-317] 2축 유압 매니퓰레이터

[그림 3-318] end-effector의 경로추종 및 각 관절별 경로추종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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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쥬얼 서보잉 기술 개발

㉮ 수중 환경에 적합한 비젼 알고리즘 개발

문제 정의

필요성

- 수중환경에서는 거리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한정되어 있음.

-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원거리 제어시, 사용자가 원근감을 느끼기 어렵고, 작업이 

미숙한 경우 object 와 충돌이 잦음.

- 비전 처리를 이용한 물체 인식을 통하여 거리값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쥬얼 

어시스트를 함으로서, 사용자의 매니퓰레이터 작업의 용이성 확보.

해결해야 할 문제

- 수중 작업환경에서는 조도 및 탁도에 따라 명암/선명도의 변화가 큼, 이에 여러 환

경변수에 따라서 이미지를 통해 얻어지는 특징점(feature)가 달라짐.

- 부유물, 조류에 따라서 이미지 왜곡이 큼.

해결 방안

-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강인한 특징점 추출.

- 자료조사, 알고리즘 조 실험을 통한 최적의 알고리즘 선정.

알고리즘 선정

- 이미지 선처리(image pre-processing): 특징점을 찾기 전, 특징점의 robust한 결과를 

얻기 하여 이미지 처리를 하는 과정.

Homomorphic filter

- 이미지의 밝기, 비 등의 값을 normalize 함으로서, 잡음이나 조명에 한 노이즈를 

감소 시킴.

- 표적으로 Gaussian filtering 이 있음.

Background subtraction

- 어느 임계점을 설정하고 그 임계점 이하를 background로 설정함으로서, 이미지를 분

명하게 나타냄.

- RGB 카메라를 이용할 시 많이 사용하나, 수중의 이미지의 경우 background 임계점

을 정의하기 어려워 사용하기 어려움.

[그림 3-319] Image pre-processing의 예(左: Homomorphic filter, 右: Background sub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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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점 감지기(Feature detector): 수중 이미지에서 특징점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찾는 

영역에 따라서 크게 Edge / Corner / Blob detector 로 나뉨. 수중에서는 Blob detector 

중 DoG와 LoG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

- Edge detector: Canny, Prewitt, Roberts cross

- Corner detector: Harris, FAST, SUSAN

- Blob detector: Laplacian of Gaussain(LoG), Difference of Gaussian(DoG)

[그림 3-320] Feature detector 간의 차이 

(左: Edge detector, 中: Corner detector, 右: Blob detector)

특징점 기술자(Feature descriptor): Detector 가 찾아낸 특징점의 histogram 을 제작함으

로서, 각각의 특징점의 identity를 형성. 수중 환경에서, 정 도가 좋은 SIFT와 속도가 

빠른 SURF가 많이 사용됨.

-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Feature 와 그 주변의 픽셀에 해서 vector 

크기와 방향값을 특징점 기술에 사용. 이미지의 Scale, illumination, rotation, occlusion 

변화에 강인함.

- HOG(orientation gradient): Feature 와 그 주변의 픽셀에 해서 vector orientation 값

을 특징점에 기술에 사용. 이미지 회전에 강인함.

-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여러개의 영상으로부터 스케일, 조명, 시점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환경 변화에 불변하는 특징점을 찾음. Scale, illumination, 

viewpoint 변화에 강인함 .

특징점 정합(Feature matching): Detector 가 찾아낸 특징점들을 descriptor 가 기술한 

histogram 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matching 시킴. 주로 RKDT(Randomized KD-Tree) 나 

NNDR(Nearest Neighbor Distance Ratio)가 사용됨.

수중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한 정합 실험

㉯ 실험 목적: 수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SIFT 와 SURF 에 해서 조사한 알

고리즘을 적용시켜 이미지 매칭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수중에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알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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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조건

[그림 3-321] 동일한 이미지에 대한 feature matching result. 매칭된 점의 수는 

SIFT가 많으며, 처리 속도는 SURF가 월등함을 볼 수 있음

㉱ 실험 결과

- SIFT의 경우 동일한 조건의 SURF 보다 많은양의 keypoints를 뽑아내었으며, 

matching points 도 5배 이상 많았음.

- 하지만, SIFT computation time 이 SURF보다 2배 많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real-time 

으로 거리 추정하는데 치명적일 수 있음.

- 수중 매니퓰레이터 작업의 경우, 이동속도가 빠르지 않고, 이미지에서 feature를 생

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SIFT를 이용한 비쥬얼 서보잉이 더 효과적으로 사료됨.

㉲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한 거리 추정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한 거리추정 방법

- 스테레오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두 이미지는 같은 물체에 하여 stereopsis에 의하

여 거리차가 존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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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이미지간의 rectification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depth map을 구성.

- 구성된 feature 의 실제 거리를 focus와 두 카메라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

[그림 3-322]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한 거리 추정기법. 카메라로 보는 이미지는 양 

카메라에 다르게 비추어지는데, 원근법 의하여 가까운 물체는 많이 이동되고, 먼 

거리의 물체는 적게 이동됨. 이를 이용하여 depth map을 제작할 수 있음

㉳ 수중 환경에서의 거리추정 성능확인을 위한 실험 환경 구성

문제점

-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하여 거리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카메라 간의 거리 (T)

를 알아야 연산이 가능. 하지만, 현재 얻을 수 있는 수중 이미지들은 두 카메라 간

의 거리를 알지 못함.

- 거리추정 성능확인을 위해서는 스테레오 카메라와 물체간의 실제 거리를 알아야 함.

- 실험환경 구성

[그림 3-323] 실험을 위한 ROV 및 스테레오 카메라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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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값 추정을 위해서 소나 / IMU / GYRO 로 구성된 IMS를 이용.

- 스테레오 카메라는 지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Bumblebee2를 이용하였으며, 빠른 이미

지 처리를 위하여 image resizing 처리(320X240).

- 실험 환경은 KIRO 수조에서 artificial image 와 구조물(pipe)에 해서 거리 추정 실험.

실험 결과

- 인공 이미지에 한 거리 추정

[그림 3-324] 인공적인 이미지에 대한 거리 추정 결과

- 인공 이미지에 한 feature matching과 depth map 생성 결과, IMS을 이용한 거리 추

정값과 약 10%가량의 오차를 가짐.

- 인공 이미지의 feature에서 거의 비슷한 거리값을 추정할 수 있었으나, 평면 이미지

이기 때문에 거리값 추정이 어려움.

- 2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리 오차가 현저히 커지고, feature matching 도 거의 일어

나지 않음.

구조물에 한 거리 추정 결과

[그림 3-325] 인공 구조물에 대한 거리 추정 결과

- 인공 구조물에 한 feature matching과 depth map 생성 결과, IMS을 이용한 거리 추

정값과 약 5%가량의 오차를 가짐.

- 인공 구조물과 달리 feature 양에 상관없이 depth map 의 gradient 가 다양하게 나타

나며, 거리 추정 결과도 보다 믿을만 함. 

- 인공 이미지와 같이 2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리 오차가 현저히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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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한 거리추정 결론

- 거리 추정 결과는 인공 이미지보다 구조물과 같이 depth 차이가 현격할 때 좀더 안

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하지만, 2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리 추정 신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한 보완이 필요.

- 차후에 탁도 및 조도의 변화에도 강인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

(라) 수중환경에서의 실시간 초음파 매핑 알고리즘 개발 – KAIST 

- 2차 년도의 연구 목표는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수중환경에서의 실시간 초음파 매

핑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과제 관련 기초 연구 조사, 초음파센서 계측 특성을 감

안한 수학 모델 개발, 계측 수학 모델을 반영한 수치 시뮬레이션코드 개발, 수조 환

경에서의 기초시험이다. 본 기관에서는 1차년도 참여가 없었기에, 2차년도에서는 본 

과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었다. 2차 년도 연구 목표 및 

내용은 <표 1>와 같다.

연구 목표 연구내용

과제 관련 기초 연구 수행

기존 선행 연구 사례 조사
상용 초음파 센서 조사 및 비교

플랫폼 형상과 크기를 고려한 센서 취부위치에 따른 
매핑 역역 파악

초음파 센서 계측 특성을 
감안한 수학 모델 개발

기보유중인 이미징 소나 계측 프로토콜 파악 및 
센서 인터페이스 작성

소형 수조에서의 실험을 통한 실측 센서 데이터 확보
초음파 센서의 계측 특성을 파악

센서 특성을 감안한 계측 방정식 수학 모델 구성

계측 수학 모델을 반영한 수치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

초음파 센서의 계측 특성을 감안한 수치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
추후 실험을 감안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도출

MATLAB 기반 수치 시뮬레이션 수행

수조 환경에서의 기초 시험
확률 격자 모델의 적용을 통한 3차원 매핑 알고리즘 개발 및 구현

카이스트 보유 수조 환경에서의 기초시험 수행
실험경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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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 관련 기초 연구 조사  

기초 선행 연구 사례 조사

Benoit Zerr, Bjarne Stage,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of underwater objects from a sequence of 

sonar images’, Image processing, 1996

Edward Belcher, Dana Lynn, ‘Acoustic, near video quality image for work in turbid water’, Underwater 

intervention conference, 2000

Edward Belcher, William Hanot, Joe Burch, ‘Dual-Frequency Identification Sonar’, Underwater technology, 

2002

Davis Ribas,‘Underwater SLAM for structured environments using an imaging sonar’, Univ. Girona, 2008

신창주, 장인성, 김기훈, 최현택, 이승현, ‘탁도가 높은 수중작업현장에 사용 가능한 소나 시스템의 

성능 분석’,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

Jeonghwe Gu, Hangil Joe, Soncheol Yu, ‘Development of image sonar simulator for underwater object 

recognition’, Oceans 2013

Kaustubh Pathak, Andreas Birk, Jann Poppinga, ‘3D Forward sensor modelling and application to 

occupancy grid based sensor fusion’, Autonomous robots, 2013

Hyenwoo Cho, Jeonghwe Gu, Hangil Joe, Akira Asada, Soncheol Yu, ‘Acoustic beam profile-based rapid 

underwater object detection for an imaging sonar’,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2014

  

- 국/내외 멀티빔 초음파 센서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음.

- 국외 연구의 경우 다양한 환경(선체검사, 바닥, 물체 인식 등)에서의 초음파 센서의 

활용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내의 경우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음.

- 환경적 특성, 고가의 센서, 실험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소가 연구의 여려움을 야기함.

상용 초음파 센서 사용 조사 및 비교

- Soundmetric, Blueview, Imagenex 등의 국외 기업에서 다양한 초음파 센서를 개발하

여 판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종류의 초음파 센서가 존재하나, 본 과제에서

는 멀티빔 이미징 소나를 사용에 한 상용센서 조사를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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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SON 300m

Number of transducer beams 48
Beam width 0.4°
Field of view 29°x 14°
Frame Rate 21 frame/sec

Power consumption 25 Watt
Weight 7.9kg

Dimension 31 x 20 x 17 cm
Frequency &range 1.8 MHz, 15m
Frequency &range 1.1 MHz, 35m 

Depth rating 300m 

ARIS 3000

Number of transducer beams 128
Beam width 0.25°
Field of view 30°x 14°
Frame Rate 15 frame/sec

Range resolution 3mm
Power consumption 20 Watt

Weight 5.17kg
Dimension 26 x 16 x 14 cm

Frequency &range 3.0 MHz, 5m
Frequency &range 1.8 MHz, 15m 

Depth rating 300m 

P900-2250(Blueview)

Number of transducer beams 256
Beam width 20°x 1°
Field of view 45°x 20°

Scan rate 15 Hz
Power consumption 31 Watt

Weight 18kg
Dimension 25 x 23 x 38 cm

Frequency &range 2.25 MHz, 5m
Depth rating 300m 

881L (Imagenex)

Range resolution 2`- 10mm

Beam width 0.75°x  20°

Power consumption 5 Watt

Weight 2.3kg

Dimension 12 x 12 x 25 cm

Frequency 675kHz

Depth rating 1,000m 

[표 3-71] 상용 멀티빔 이미징 소나의 사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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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형상과 크기를 고려한 센서 취부 위치에 따른 매핑 영역 파악

- 본 과제에서 사용하게 될 DIDSON 소나는 멀티빔 이미징 소나로써 동시에 48개의 

beam을 방출시켜 반사되는 지형 정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고가의 이미징 소나임.

- 플랫폼의 크기, 센서의 사양에 따라 탐지 면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센서 취부 위치

에 따른 매핑역역의 파악이 중요함.

- 플랫폼의 크기 : 6.5m x 5m x 4.5m, 센서의 화각 : 29° x 14°

- 그림1 과 같은 모식도를 바탕으로 스캐닝 면적에 한 계산을 할 수 있음.

- 위의 식에 취부 위치를 적용시켜 스캐닝 면적에 한 고찰이 가능함.

- 작업 환경 및 센서의 특성에 따라 스캐닝 면의 선명도, 정확성이 변화하기에 많은 

실험에 따른 데이터 분석과 작업자의 필요에 따라 취부 위치의 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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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음파 센서 계측 특성을 감안한 수학 모델 개발

스캐닝 이미징 소나를 이용한 실측 센서 데이터 확보 및 계측 특성 파악

- 초음파 센서의 기본 원리는 음파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물체의 위치

를 파악하는 방법이 사용됨.(식 1)                 

- 초음파 센서의 기본적인 원리 및 특성은 유사하기에 본 기관에서 보유중인 스캐닝 

이미징 소나(Tritech社 Micron sonar)를 이용하여 센서 계측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 

수행하였음.

- 초음파 센서의 계측특성은 표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비교항목 센서 계측 특성

노이즈 매질(물)의 움직임, 바닥, 수면 등의 영향에 따른 노이즈 존재

입사각에 따른 
반사파의 유무

물체의 재질에 따라 최대 입사각이 변화

센서로부터 물체 
표면까지의 거리

센서 계측 특성에 의해 물체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존재

데이터의 불확실성
초음파 센서의 특성상 수평, 수직 빔폭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스캐닝 시 bin의 최대 개수에 따른 데이터의 해상도 저하 현상 발생
물체의 모서리 부분의 정확한 인식의 어려움 발생

센서 특성을 감안한 계측 방정식 수학 모델 구성

- 위에서 파악한 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측 특성 모델을 개발함

- 반사면 표면은 일정하다고 가정 후 Lambertian cosin rule 적용함

- 광학 센서에 널리 적용되는 Lambertian cosin rule을 적용시켜  입사각에 따른 반사

파의 세기를 결정 (식 2)

  
× 

식 1

(  : 측정된 물체의 거리,   : 음파의 속도,  : 음파의 왕복 이동 시간)

  
 cos 식 2

( : 반사파 재질에 따른 반사파 상수,   : 초기 방사되 음파의 세기,  : 센서와 

물체의 거리,   : 입사각,   : 반사된 부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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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의한 반사파

- 반사계수(식 3)을 이용하여 음파가 수면에서 반사될 경우를 계산하면 반사 계수 

 ≃   , 즉 위상이 180°변함을 알 수 있음.

- 위상이 바뀌므로 수면 반사파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관함.

소나 데이터에 한 gaussian distribution 적용

- 각각의 intensity값을 하나의 레인지 센서로 고려하여 gaussian distribution 적용.

- intensity를 hit 값의 가충치로 적용

-    
   

      
   

  

 exp 

 

, 

수직 빔폭의 불확실성

- 초음파 센서는 광학센서와는 달리 넓은 빔폭의 음파를 사용함.

- 물체의 수직 방향으로의 위치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 그림 2과 같이 수직 방향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수직 방향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야 함.

[그림 3-326] 초음파 센서의 수직 방향으로의 불확실성

- 초음파 센서의 이미지를 3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식 4를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반영한 3차원 이미지의 표현이 필요함.

 


식 3

(  : 공기의 임피던스 값,   : 물의 임피던스 값 )















 










cos coscos sinsin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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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불확실성을 고려한 3차원 이미지 투영

③ 계측 수학 모델을 반영한 수치 시뮬레이션 코드 작성

센서 계측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

- Input data : 초음파 센서의 빔폭, 센서의 위치 및 자세, bin의 개수

- Output data : 스캐닝 각에 따른 각 bin에 한 intensity

- 시뮬레이터의 pesudo code(그림 3) 및 MATLAB 기반의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4)

[그림 3-328] 시뮬레이터의 pseudo code

     , (


≤≤ 


,  : vertical beam wid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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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임의의 벽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미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한 3차원 형상 복원 수행

- 센서의 현재 위치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위치에서 얻은 이미지를 센서의 특

성을 반영한 모델에 적용시켜 3차원 공간에 표현

- 12곳의 각기 다른 위치에서의 데이터를 점유 격자 알고리즘(occupancy grid map)에 

적용시켜 구조물의 3차원 형상복원 수행

[그림 3-330] 시뮬레이터를 통해 각 위치에서 얻은 이미지(직육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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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다양한 위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점유 격자 알고리즘에 적용(직육면체)

[그림 3-332] 시뮬레이터를 통해 각 위치에서 얻은 이미지(원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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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다양한 위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점유 격자 알고리즘에 적용(원기둥)

[그림 3-334] 시뮬레이터를 통해 각 위치에서 얻은 이미지(원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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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다양한 위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점유 격자 알고리즘에 적용(원뿔)

④ 수조 환경에서의 기초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형상복원

시뮬레이터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의 비교를 위한 실험 수행.

- 카이스트 3D 수조에서 Tritech社의 Mircon imaging sonar를 이용하여 실험 수행

[그림 3-336] 실험을 통해 각 위치에서 얻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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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다양한 위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점유 격자 알고리즘에 적용

[그림 3-338]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한 삼차원 형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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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 주요 연구 결과

(1) 로봇 플랫폼 제작 (대양전기공업(주)/레보(주))

(가) 프레임 및 내압용기 제작

① 프레임 설계

- 상부, 중앙, 하부 프레임으로 분류

- 부착 장비에 따른 적절한 프레임 형상 및 두께 적용

[그림 3-339] 프레임 설계

㉮ 프레임 구조해석

진수/인양 시 해석결과   

- A6061P-T6 항복강도 : 254MPa

- 프레임 안전율 : 3.1

- 목표 3 이상의 안전율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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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진수/인양시 프레임 해석결과

보관 시 해석결과 

- A6061P-T6 항복강도 : 245MPa

- 프레임 안전율 : 3.7

- 목표 3 이상의 안전율 만족

[그림 3-341] 보관 시 프레임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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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제작

[그림 3-342] 프레임 제작(가공 및 용접 공정)

[그림 3-343] 프레임 제작(사상 및 조립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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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 설계

- 해저면 토양의 강도를 고려한 설계

- 스키드 바닥면 마모 시 교체를 위한 아세탈 수지 적용

[그림 3-344] 스키드 설계

플랫폼 무게 및 밸러스트

[표 3-72] 플랫폼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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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플랫폼 무게 및 부력중심

- TSS 350/440 운용 프레임 설계/제작

[그림 3-346] 케이블감지장치 형상 및 부착 위치

[그림 3-347] 케이블감지장치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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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용기

- 항법용 내압용기    

[그림 3-348] Nav. Can 최적화 설계

- 전장부 내압용기 1,2 및 전원부 내압용기

[그림 3-349] Instrument1 Can, Instrument2 Can, Power Can 최적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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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가공 및 검사 후 제작품

[그림 3-350] 가공 및 검사 후 최종 제작품

전기/전자 시스템 설계

- 시스템 계통도

[그림 3-351] 시스템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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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법 및 장비용 전기/전자 시스템 제작

[그림 3-352] Nav. Can 내부 및 장비 테스트

[그림 3-353] Ins.1 Can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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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카메라 개발 ( 양전기공업(주))

100 m급 팬틸트 타입의 수중 카메라 설계/제작

[그림 3-354] 수중 카메라 100m급, 팬틸트 타입 제작형상

[그림 3-355] 수중 카메라 100m급, 컴팩트 타입 제작형상

KOLAS 인증

- 2016/3/31~4/1 : 수중카메라 100m급 컴팩트 타입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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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공급시스템 설계/제작 (레보(주)/ 양전기공업(주))

전원공급시스템 설계

[그림 3-356] ROV 전원시스템 구성도

[그림 3-357] Power Van 3D 배치도

- ROV Power Can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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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8] Power Can 구성도

[그림 3-359] Power Can 내부 조립도

㉱ 수중 유압공급장치 제작 ((주)레베산업/ 양전기공업(주)/울산  안경관교수/한국로봇

융합연구원)

- HPU 특성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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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0] A15VSO 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그림 3-361] A11VLO 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그림 3-362] A15VSO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363] A11VLO 시뮬레이션 결과

- 추진기와 제어 매니폴드의 개량

[그림 3-364] T-800 추진기 

유압회로도

            

[그림 3-365] 개량된 추진기 

유압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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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V 유압회로도 설계

[그림 3-366] 전체 시스템 유압 회로도

- ROV 유압 시스템 효율 향상 연구

[그림 3-367] 펌프 사판각 제어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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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유압공급장치 상세 설계

- 수중 유압공급장치 시작품 부품 개발

- 수중 유압공급장치 1차 시작품 통합 및 성능실험

[그림 3-368] 테스트용 유압공급장치 HPU 조립

시험항목
목표

시험방법 시험규격
3차 4차 5차 6차

1. 소요동력 150kW 175kW 200kW 225kW -최대 압력,유량조건에서 소요동력 측정 메이커 성능데이터

2. 운전압력 210bar 210bar 210bar 210bar
-목표 운전압력 이상에서의 유압공급장치 부품들의

정상 동작상태 확인(온도,압력,유량,소음 등…)
메이커 성능데이터

자
체
시
험

3. 여과도 NAS 8등급 -시험입자 투입에 의한 필터 여과도 시험
NAS 1638

자체시험

4. 내압성 315bar 
-시험압력=운전압력(210bar)의 1.5배

-유압필터, 밸브팩 매니폴드
자체시험

5. 외압성
450bar

4차년도 ->

-목표 3,000m의 1.5배 가압 챔버시험

-필터, 압력보상기, 리저버, 밸브팩
공인시험

6. 누유 누유 없음. -내압 및 가압 작동상태에서의 누유 확인 자체시험

7. 중량 1.2ton -dry 상태 장치 중량 측정 자체시험

8. 내구
반복시험

1,000회
4차년도 ->

-압력보상기 고무 다이아프램 반복 내구성

(유압과 해수환경)

-누유 및 다이아프램 상태 확인

자체시험

[표 3-73] 수중 유압공급장치 시험항목과 정량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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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필터 내압시험

[그림 3-369] 유압필터 수압시험

- 압력보상기 작동시험

[그림 3-370] 압력보상기 동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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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워터젯 기술 개발 ((주)케이티서브마린/한국로봇융합연구원)

2차 시작품(1:6 축소모델) 현장 실험

[그림 3-371]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 개념도

[그림 3-372]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 장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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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설속도 유량/압력 실험제원

Case-1 5.67cm/s

26m3/8bar
Jet 노즐(18)
수직노즐(3)
Backwash(3)

Case-2 11.34cm/s

Case-3 17.01cm/s

Case-4 22.68cm/s

Case-5 22.68cm/s 26m3/8bar
Jet 노즐(18)
수직노즐(3)

Case-6 22.68cm/s 26m3/8bar
Jet 노즐(18)
Backwash(3)

Case-7 22.68cm/s 26m3/8bar 수직노즐(3)

[표 3-74]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 시나리오

구분 실험목표치 노즐 배치도

매설심도 50cm

매설속도

시나리오 참조유량

압력

[표 3-75]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의 목표치수

SLED형 실험대차 실험대차 및 Jetting arm

[그림 3-373] 실험 준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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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4 CASE-5 CASE-6

[그림 3-374] 실험결과

구분 매설속도 매설심도 실험결과
Case-1 5.67cm/s 65cm 이상

매설심도 달성
Case-2 11.34cm/s 65cm 이상
Case-3 17.01cm/s 65cm 이상
Case-4 22.68cm/s 55cm 이상
Case-5 17.01cm/s 55cm 이상 매설속도 감속 후 심도달성
Case-6 17.01cm/s 55cm 이상 매설속도 감속 후 심도달성
Case-7 17.01cm/s X 감속 후에도 매설 불가능

[표 3-76]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결과

워터 젯팅암 1차 시제품 설계/제작

1차 시제품 설계/제작

[그림 3-375] 젯팅암 상세 제작도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376

[그림 3-376] 젯팅암 노즐 상세 제작도

성능실험

[그림 3-377] 1차 시제품 실험기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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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프레임 제작도 테스트 노즐 제작도

[그림 3-378] 부대장비 제작도

모션베이스 설계

[그림 3-379] 모션베이스 상세 설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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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품 항목

[그림 3-380] 모션베이스 주요 부품 항목

유압실린더 사양

[그림 3-381] Stow & Deploy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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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2] Narrow & Wide 실린더

시스템 통합

➡

모션베이스와 Jetting arm 결합 펌프의 탑재


[그림 3-383] 워터젯 통합 시스템의 로봇 플랫폼에 탑재 및 통합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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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작업공구 제작 (한국도키멕(주))

케이블 그리퍼 1차 시작품 성능검증

[그림 3-384] 케이블 그리퍼 1차 시작품 시험

- 위의 케이블 그리퍼에 Φ40 케이블을 물린 상태이며, 좌측 그림은 시험장비에 장착

된 유압 실린더에 95bar의 압력을 인가한 상태이며, 케이블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이다(측정힘=14.1tonf). 우측 그림은 유압 실린더 인가 압력을 115bar로 하였을 때인

데, 케이블이 그리퍼의 조(JAW)에서 움직이기 전 최  힘이 17.4tonf을 보이고 나

서, 바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여기서 (-)는 방향을 의미한다.케이블 그리퍼 

1차 시작품 성능분석 및 보완(→ 2차 시작품 제작)

케이블 커터 1차 시작품 제작

[그림 3-385] 케이블 커터 1차 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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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커팅 시험 결과

[그림 3-386] 케이블 커팅 시험 결과

항  목 시험 ① 시험 ② 시험 ③

시  료 Φ27 광케이블 Φ40 광케이블 Φ36 스틸와이어

입력/출력(bar) 75/165 125/397 130/395

전단시간(sec) 22 47 컷팅 실패

[표 3-77] 케이블 커팅 시험결과

증압기 시작품 제작/성능평가

- 증압기 메카니즘

[그림 3-387] 증압기 회로도

- 증압기 분해도

[그림 3-388] 증압기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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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평가 결과

[그림 3-389] 증압기 성능실험

  

[그림 3-390] 증압기 누유 실험

[그림 3-391] 증압기 실험 결과

항  목 시 험① 시 험② 시 험③

입력 압력[bar] 50 100 150

출력 압력[bar] 140 230 300

증압률[배] 2.8 2.3 2

[표 3-78] 증압기 실험 결과

블레이드 형상 설계 및 제작

[그림 3-392] 블레이드 형상 설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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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및 제작 사진

[그림 3-393] 블레이드 제작도면

   

[그림 3-394] 블레이드 제작사진

- 블레이드 시험장비 제작

[그림 3-395] 블레이드 시험장비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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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6] 블레이드 시험장비

㉴ 센서장비 선정/구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유압추진기 2차 구매 및 성능 테스트

- 추진기 가드 추가 설치

[그림 3-397] 추진기 이물질 흡입 방지 가드 설치

- 추진기 최종 납기 전 제조사의 FAT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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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8] 추력 테스트 준비 상태

[그림 3-399] 추진기 유압 유량 80L/min 출력으로 테스트 진행 장면

[그림 3-400] 추진기 측정 결과를 타사의 추진기와 비교 시 동등한 성능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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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350 케이블/파이프 검출 장비

[그림 3-401] TSS 케이블 탐지 시스템 연결 구성도

[그림 3-402] 공기중 테스트를 위해 실험테이블에 TSS350 설치

[그림 3-403] 선상제어시스템의 SDC 및 영상 

오버레이 테스트

   
[그림 3-404] ALT250 Altimeter 동작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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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25 Low Light B&W Camera

[그림 3-405] Sidus Solutions SS425 고해상도 저조도 흑백 카메라

[그림 3-406] Trencher ROV 전면부 카메라 및 조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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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View 2D Multibeam Image Sonar

[그림 3-407] ROV에 장착된 블루뷰 멀티빔 소나

 

유압추진기 비례 제어 밸브팩

[그림 3-408] 추진기 제어 밸브팩 조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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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9] 추진기 및 추진기 제어밸브팩 구성도

㉵ 선상관제시스템 기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주)솔탑)

선상관제시스템 설계/제작

- 블록다이어 그램

[그림 3-410] 선상 제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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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콘솔 설계

[그림 3-411] 선상제어 콘솔 구성도

- (주)케이티서브마린 ROV 파일럿 의견 반영

[그림 3-412] 업체 의견 반영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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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그림 3-413] 선상시스템 장비 연결도

[그림 3-414] 선상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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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선상시스템 연동 실험

선상관제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분석 및 정의

항목 구분자

로그인 로그인

메인 GUI 메인 GUI

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

로그 관리 로그 관리

화면 레이아웃 관리 화면 레이아웃 관리

장비 연동 화면 CableCutter, Light, TSS, Camera, PanTilt, Thr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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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그림 3-416] 로그인 화면

- 메인 GUI

[그림 3-417] 메인 화면

- 사용자 관리

[그림 3-418] 사용자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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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관제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개발

[그림 3-419] Framework 구조도

[그림 3-420] Framework 소프트웨어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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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림 3-421] DB 구축 시스템 구조도

[그림 3-422] DB 테이블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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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소 기술 개발

ROV 고장 검출 기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양로드 유압실린더 모델링

[그림 3-423] 양로드 유압실린더

- 누유검출 관측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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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실험

[그림 3-424] 여분 평가(실선: r, 괘선: th)

- 편로드 유압실린더 모델링

[그림 3-425] 편로드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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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통계 기반 고장 검출

[그림 3-426] 편로드 유압실린더

[그림 3-427] 편로드 유압실린더

[그림 3-428] 반복 실험 데이터 획득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398

[그림 3-429] 주성분 분석 기반 고장검출 과정

수중 정  항법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Coarse Alignment 기반의 초기정렬 알고리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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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Fast aided alignment 결과

- 시뮬레이션 결과, Coarse alignment와 Fast aided alignment 결과 비교

[그림 3-431] Coarse alignment와 fast aided alignment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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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험

[그림 3-43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로봇센터 수조환경에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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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초기정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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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정  관성항법 실험결과

[그림 3-4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로봇센터 조파수조

[그림 3-435] 복합 관성항법 수조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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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비쥬얼 서보잉 기술 개발

[그림 3-436] 간이 실험환경 구축

[그림 3-437] 스트레오 이미지를 이용한 거리 추정기법

- 2차원 카메라 영상기반 3차원 좌표입력

[그림 3-438] 2차원 카메라 영상기반 3차원 좌표 입력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404

- 매니퓰레이터 인식 알고리즘 구현

[그림 3-439] Edge Line과 매니퓰레이터 템플릿 매칭

[그림 3-440] 실험 결과

수중 매설작업 실시간 3차원 구현 기술 (중국 과학원 심양자동화연구소)

- Prior parameter estimation by LAE(Local AutoEn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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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field initialization by SAE

- Graded-MRF for Forward-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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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년도 주요 연구 결과

(1) 로봇 플랫폼 제작

(가) 대양전기공업(주) : 프레임, 부력재, 전기/전자/통신 시스템 설계/제작

① 프레임, 부력재, 내압용기 제작

프레임 제작공정

부력재 모듈 제작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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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배치 장비

후면/밑면 배치 장비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408

기타 장비 배치

플랫폼 조립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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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계산

부력재 내구성 시험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410

부력재 부력 시험

내압용기 조립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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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션 정션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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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배치 및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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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카메라 개발

② 수중 전력공급장치 기술 개발    ※ 레보(주)

㉮ Power CAN 설계 및 설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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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팩 제어보드 제작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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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DU Control Panel 전기결선

④ HPU 기동 운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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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oft-Starter 불규칙 기동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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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중 유압공급장치 2차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 ㈜레베산업, 울산대

① HPU 유압회로 수정

 

② 밸브팩 유압회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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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밸브팩 매니폴드 수정 설계 및 개발

④ 압력보상기 일체형 리저버 수정설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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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9리터 듀얼형 압력보상기 설계 및 개발

⑥ 유압필터 수정 설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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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합 플랫폼 HPU 배치 수정 설계

⑧ 통합 플랫폼 유압부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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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유적팩, 모터 오일충전 및 압력보상 배관회로 조립

⑩ HPU 수중 자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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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통합 플랫폼 유압 HPU 연동 육상 테스트

⑫ 부품 내압 및 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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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중 워터젯 시스템 통합

  ※ (주)KT서브마린: 워터젯시스템 설계/제작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워터젯시스템 성능향상 연구

① 수중 모터/펌프 선정 및 구매

 

② 모션 베이스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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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워터젯 시스템 통합 및 출고 성능시험

④ 플랫폼 통합 및 수조 성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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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발한 워터젯에 한 사양 정리 및 기존 제품과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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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중 작업공구 제작

   ※ 한국도키멕(주): 작업공구 설계/제작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작업공구 성능검증 및 상용화 업무지원 

① 유압 기반 수중 케이블 그리퍼 2차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자체)

1차 시제품 분석 및 수정/보완 설계

경령화 설계( 기 상태 기준, 51kg → 41kg) 및 JAW 그립 기능 (슬립 현상) 개선

[그림 3-441] 1차 시제품
   

[그림 3-442] 2차 시제품
      

유압 커플러 반자동 탈착 구조 설계

            

작동 및 성능시험(자체) : 시험용 실린더 공급압력 168bar에서 케이블 당김력 19.7ton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428

② 유압 기반 수중 케이블 커터 2차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자체)

1차 시제품 분석 및 수정/보완 설계

경령화( 기 상태 기준, 48kg → 43kg) 및 유압 블록 일체화 설계

[그림 3-443] 1차 시제품 

    

[그림 3-444] 2차 시제품

 

가공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구조 변경 및 검증(해석)

                

운용 편의를 위한 핸들 및 프레임 설계/검증(해석)

       

작동 및 성능시험(자체) : 공급압력 189bar에 해서 최  컷팅 압력 558bar, Φ47 케

이블 절단시 절단 압력은 순간 250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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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압기 3차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자체)

수정/보완 설계 및 3차 시제품

2차 시제품 문제점 및 원인분석 : 공급압력 70bar이하에서 증압이 안 되었으며, 최  

증압율은 3.1배였으며, 원인 분석 결과는 내부 부품의 습동부에서의 끼임 현상(가공 

문제)과 체크밸브의 내부 리크였으며, 이에 한 설계 변경을 통해 정상 동작을 확

인함. 단, 증압율은 3.17배로 목표 비 약 4% 정도 미흡함.

  

[그림 3-445] 2차 시제품 [그림 3-446] 3차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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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상 관제체계 구축

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상 관제시스템 H/W 설계/제작, (주)솔탑: S/W 설계/제작

㉮ 선상 관제 시스템 구성

㉯ 선상 관제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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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 제어콘솔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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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erCAT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시스템 연동

㉳ 선상 관제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개선

[그림 3-447] Framework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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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8] 변경 전 Framework 소프트웨어간 구조도

② 데이터베이스 개선

[그림 3-449] DB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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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어 화면 UI 개선

④ 전방 모니터링 UI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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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핵심 요소 기술 개발

① 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개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사용자 단순 업무의 자동 실행 기능 구현

- 아이디어 도출 및 필요기술 정립: 로봇팔을 이용하여 작업물로 접근하는 단순 작업

에 해 터치스크린 입력을 통해 동작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full-teleoperation

에 따른 비효율성을 완화 시도함.

[그림 3-450] 사용자 단순 업무의 자동 실행 기능을 위한 요소 기술

작업물 위치인식: 스테레오로 배치된 카메라 및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터치스크린 상의 두 개 카메라 영상에서 작업물을 각각 터치하면, 작업물의 3차원 

위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함.

[그림 3-451]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작업물 위치인식

경로 생성: feasibility 확인을 위해 5th order polynomial 궤적 생성 알고리즘을 적용함. 

5차년도 계획된 장애물 회피 이슈와 연계하여, 5차년도에 추가 개발 진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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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행(기구학): Weighted damped least squares 기법을 도입하고, 해당 기법의 파라

미터를 수중로봇 작업에 맞게 설계함으로써, workspace 및 singularity 문제와 singularity 

근처에서의 unwanted posture change 문제 및 joint position/velocity limit 문제에 해 

적절한 응이 가능하면서 위치의 least square error를 최소화하는 기구학 알고리즘을 

개발함.

[그림 3-452] 기구학 시뮬레이션 결과

실험을 통한 아이디어 검증: 실험실 환경 하에서, webcam과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개발한 알고리즘의 feasibility를 검증함

[그림 3-453] 실험환경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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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4] 작업물 위치 추정 결과(5회 실험)

[그림 3-455] 단순업무 자동 실행 실험 결과

 

㉯ 1핵심 유압매니퓰레이터 개발팀과의 협력

 1핵심 ㈜케이엔알시스템에서 개발 중인 수중로봇팔 기구학 정보를 획득하고, 시뮬

레이션을 통해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작업에 적합한지 Schilling社 TITAN4와 비교 

분석함 : TITAN4는 원거리 작업에 제약이 있으며, KnR 로봇은 근거리 작업에 제약

이 있음. 그러나, 두 로봇팔 모두 작업 수행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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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6] 케이블 그리핑/커팅 작업 시뮬레이션: TITAN4와 1핵심 로봇팔 비교

㉰ 이미지 매칭율 연구

로봇팔 이미지 매칭 알고리즘의 개선 연구로 Particle filter를 2단계로 적용하는 알고

리즘을 개발함

[그림 3-457] 개선된 Particle filter 알고리즘

㉱ 실험 결과, 정량적 목표인 매칭률 70%를 상회하는 실험 결과를 얻음

1단계 평균 매칭률(개선 전) 62.7% → 2단계 평균 매칭률(개선 후)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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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8] 이미지 매칭 실험 결과

② 수중 정  항법 기술 개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항법 정 도 목표, 이동거리의 1.2% 이내

㉯ 실해역에서 성능검증

목적 : 연근해 환경에서 개발한 수중 복합 항법알고리즘의 성능검증 및 수정보완

장소 : 경북 포항시 북항, 2017/01/12~17일

[그림 3-459] 포항 여객터미널 부두 실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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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0] 해수면에서 복합 항법 결과의 GPS 결과 비교

실험순번 끝점 오차 (m) 유영시간 (sec.) 평균속도 (m/s) (끝점 오차/이동거리)x100%

1 0.7238 180 0.397 1.012874335

2 1.0263 190 0.389 1.388580706

3 1.6818 300 0.388 1.444845361

4 1.2741 328 0.398 0.975992769

5 1.2064 296 0.401 1.016377974

6 1.5475 340 0.392 1.161089436

7 0.8745 233 0.394 0.952593625

8 1.3274 246 0.406 1.32904802

평균값 1.207725 264.125 0.395625 1.155779052

[그림 3-461] 현장실험에서 측정된 DVL 전진속도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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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OV 고장 검출 기술 개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다양한 유압 장비의 누유 및 오염 검출 기술 개발

다양한 유압 장비들에 통계 데이터 기반 기법 적용

추진기, 밸브팩, HPU 등의 누유 검출을 위한 방법론 연구

누유 이외의 해수 유입과 같은 기타 고장 검출 기법 개발

 

④ 수중 매설작업 실시간 3차원 구현 기술 개발 (중국 과학원 심양자동화연구소)

㉮ Pipeline data collection using the forward-looking sonar

Some simulation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to collect the simulation data in the 

water tank of Shenyang institute of automation. Ahollow pipeline is used to simulate the 

practical telecommunication pipeline that will be put on the seabed.

In the first experiment, the pipeline, with the diameter of 15 centimeters, was mounted 

on the bottom of the water tank. The imaging distance of the forward looking soanr 

(BlueView M900-90) is about 5 meters above the bottom. It can be seen from Fig.304 

that it is very hard to distinguish the pipeline from the background noises, because both 

the bottom and the pipeline reflect strong sound echoes.

[그림 3-462] Observe a pipeline on the bottom using a BlueView M900-130 looking forward 

looking sonar with an imaging distance of 5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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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eak the background noises, the pipeline was lifted up with the help of the crane. 

When the pipeline is close to the water surface (2 meters below the water surface), we 

try to observe it with the BlueView sonar again. It can be seen from Fig.305 that the 

resonance of the pipeline is much stronger than the background noises. And, the pipeline 

has a clear shadow on the wall.

[그림 3-463] Observe a pipeline that was suspending in the water using a BlueView M900-130 

looking forward looking sonar with an imaging distance of 2 meters

The above two experiments demonstrates that the pipeline could be detected when the 

sonar distance is less than two meters. Unfortunately, we cannot judge from the sonar 

images directly that the object or the shadow belongs to a pipeline, because the 

resolution is far smaller than the general optic images. Therefore, in fact, we use the 

data from a third-part company to test our algorithms, see Fig.306 for an example.

[그림 3-464] A video shot has been asked from the Fugro corporation to test the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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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important research issue is the abnormal detection, which requires the monitoring 

system to determine if the pipeline is correctly thrown into the trench. There are two 

possible ways to determine the relative position between the pipeline and the trench. The 

first, intuitive method is to reconstruct the 3d scene from the sonar sequences. However, 

it is very hard to recover the height information from the 2D sonar sequences, because 

the ‘3d’ space has been compressed into a ‘2d’ plane in the imaging process. It is well 

known in the optic image processing community that ‘shape from shading’ or ‘shape 

from texture’ is an ill-posed problem. Therefore, we try to scan the section of the 

pipeline using the forward-looking sonar, in the hope of extracting a circle directly from 

each sonar image.

Pool wall

1-st Echo of Pipeline

2-nd Echo of Pipeline

Water surface

[그림 3-465] Scan a hollow pipeline by the BlueView sonar

It can be easily seen from Fig. 307 that the section image can be described by a circle. 

And the traditional algorithms can be used to detect the circles, like the Hough 

transformation, or the deformable templates.

㉮ Main works and system simulation

According to our researches, the most essential task is to mosaick the sonar images, 

where the fundamental steps are the image registration and the bundle adjustment. 

Fortunately, we have successfully solved the image registration problem by the method 

of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 The sequential work on ‘bundle adjustment’ and 

‘circle detection’ will be solved in the future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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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6] A demo for the pipeline burying monitor system. The ‘3D 

reconstruction’ will be finished in a few months

(사) 수조 및 연근해 성능검증 실험

① 개요

수조 및 연근해(20m) 조건에서 플랫폼 및 부품(요소기술) 성능실험을 수행

수조실험 : 부품별 방수 및 작동실험; 플랫폼 통합, 발라스팅 및 작동실험

연근해 실험 : 요소기술(항법)의 연근해 성능검증

② 플랫폼 통합 및 수조실험

㉮ 플랫폼 발라스팅 ( 양전기공업(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수조환경에서 발라스팅(약 500kg의 음성부력) 실험 및 이에 기초한 부력재 및 부품

의 재배치. 필요할 경우 재가공.

㉯ 유압 공급시스템 작동실험 ((주)레베산업, 울산 , 양전기공업(주), 한국로봇융합연

구원)

유압 공급시스템 방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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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시스템 full 부하 작동실험

추진기 제어성능 실험

㉰ 워터젯 작동실험 ((주)KT서브마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워터젯 시스템 방수실험

워터펌프 풀가동 실험

젯팅암 deploy 및 회수 성능 실험

㉱ 작업공구 작동실험 (한국도키멕(주), (주)레베산업,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작업공구 방수실험

정상작동 실험

㉲ 매니퓰레이터 작동실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양전기공업(주))

매니퓰레이터 방수실험

정상작동 실험

(아) 연근해 실험

① 수중 복합항법 기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연근해에서 기존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중로봇 플랫폼을 활용

한 항법센서 원시데이터 및 개발한 항법 알고리즘 결과 비교

5. 5차년도 주요 연구 결과

(1) 로봇 플랫폼 제작

(가) 대양전기공업(주) : 프레임, 부력재, 전기/전자/통신 시스템 설계/제작

① 플랫폼 중량 측정(수조)

장소 : 수중건설로봇 실증센터

순번 항목 측정값

1 공기중 중량 20.6톤

2 수중 중량[청수]
약 150kg
[음성부력]

특이 사항 : 10station 밸브팩 오일중량 제외 : 중량 0.2톤
임시 인양고리 부착 : 중량 220kg

[표 3-79] 수조시험[청수] 중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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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플랫폼 중량 측정(연근해)

장소 : 영일만항

순번 항목 측정값

1 공기중 중량 21.3톤

2 수중 중량[해수]
약 200kg

[음성부력]

특이 사항 : 10station 밸브팩 오일 및 인양고리 브라켓 : 중량 0.2톤

무게추 : 0.453(18.9kg x 24개)

[표 3-80] 실해역시험[해수] 중량 측정

③ 플랫폼 고정방안 및 적용

[그림 3-467] 바지선 결박 설계안(앞 2곳, 뒤 2곳)

[그림 3-468] 바지선 결박안 적용모습(앞 2곳, 뒤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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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플랫폼 진수절차

[그림 3-469] 플랫폼 진수 절차

⑤ 부력재모듈 코팅 절차 수정

수정방안 : 기포 및 파손시 파손부위 사상 작업 후 Putty 도포 후 2차 사상작업 수행

도장작업 후 건조

[그림 3-470] 부력재 모듈 코팅수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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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플랫폼 정면 카메라/센서 배치

[그림 3-471] 정면 카메라/센서 사진

⑦ 플랫폼 후면 카메라/센서 배치

[그림 3-472] 플랫폼 후면 카메라/센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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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장비 배치

㉮ 스토퍼 배치 : 외부요인에 의한 부력재 손상 방지

[그림 3-473] 스토퍼 배치 사진

㉯ SEALITE SPHERE 위치 변경 : 매니퓰레이터 작업 공간 조도 확보

㉰ 툴 거치  위치 변경 : 7DOF 매니퓰레이터가 툴 거치  작업툴 운용 용이

[그림 3-474] SEALITE SPHERE/툴 거치대 위치변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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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압용기 4종 제작

[그림 3-475] 내압용기 4종

순번 항목 Nav.Can Instrument 1 Can Instrument 2 Can Power Can

1 무게 34.5 kg 46 kg 45.5 kg 85.5 kg

2 직경 Ø 295 mm Ø 295 mm Ø 295 mm Ø 346 mm

3 길이 458 mm 575 mm 607 mm 629 mm

4 목적 항법연산 데이터 송수신 데이터 송수신
전원 공급 및 

라이트 Dimming

[표 3-81] 내압용기 4종 제원 및 목적

㉲ 내압용기 4종 배치 및 위험 요소 제거

[그림 3-476] 내압용기 배치 및 위험요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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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네이션 정션박스 배치 및 위험 요소 제거

[그림 3-477] 터미네이션 정션박스 배치 및 변경 안

⑨ 엄빌리컬 케이블 위험요소 제거

[그림 3-478] 엄빌리컬 케이블 케이블 꺾임 방지 브래킷 적용

⑩ 배치 및 위험 요소 제거

- ROV 상단 중앙부에 배치

- 진수 / 인양 및 운용시 엄빌리컬 케이블 꺾임방지 브래킷 적용

- 연근해 시험 시 1단 브래킷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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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목적

- 연근해 시험시 엄빌리컬 케이블의 꺾임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위함

(나) 케이블 처짐방지 부력재 설계 및 제작

[그림 3-479] 케이블 처짐방지 부력재 형상

내압용기 전장부

- EtherCAT : 유압 밸프팩 제어, 모션베이스 센서 센싱, 기타 센서 정보

- 광-영상/시리얼 : 카메라 영상, TSS 통신

- 광-LAN_1 : 선상 통신

- 광-LAN_2 : 매니퓨레이터, 소나, Nav.Can PC

[그림 3-480] Ins1. Can

[그림 3-481] Ins2.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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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케이블

- ROV 운용 중 발생하는 부유물에 의한 손상 방지

- 보호관 이용 수중케이블 고정

- 영상용 수중케이블 최단거리 포설을 통한 노이즈 저감

- 영상용 수중케이블 노이즈 제거를 위한 동축 케이블 사용

[그림 3-482] 엄빌리컬 케이블

   

[그림 3-483] 측면 케이블 포설부

   

[그림 3-484] 용기 연결부

   

[그림 3-485] 동축 수중케이블

전원 공급 및 광 통신

- 내압용기 전원 공급 확인

- 카메라 영상 확인

- 각종 센서 정보 영상 확인

- TSS 정보 수신 확인

- 소나 정보 수신 확인

[그림 3-486] 선상 장비 통신 상태 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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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 유압공급장치 제작

(가) (주)레베산업: 유압공급시스템 설계/제작, 울산대: 유압회로 및 유압펌프 성능향상 연구

① 유압공급장치 설계 및 제작

㉮ 차지유닛(charge unit) 설계 및 제작

- 리저버와 유적팩 내부의 오일 충진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V 외부에서 오일

을 공급하고, 유압을 공급할 수 있는 차지유닛을 설계, 제작함.

- 탱크, 컨트롤 판넬, 밸브, 파이프, 피팅류들은 SUS316 재질 적용

PT

AB

Level
switch

Air breather

(25A)

Therm

Level
Temperature
Pressure
Diff. pressure

Return filter

(25A)

DP
switch

Line filter

(10mic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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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Hydraulic
pressure
supply

Oil return

Indicator
Operating lamp
Alarm lamp
Thermostat

Operating button

B
y-

p
a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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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PT100)

Relief
valve

Flow control
valve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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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Unloading

Sol. V/v

PG

PT

[그림 3-487] 차지유닛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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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8] 차지유닛 프레임, 탱크, 컨트롤 판넬 설계

[그림 3-489] 차지유닛 제작, 조립, 완성

- 리저버와 밸브팩들이 ROV 주위에 분산되어 있어서 유압호스와 버턴식 리트트컨트

롤 선을 여유있게 10m 정도로 길게 하였으며, 리저버와 밸브팩 근처에서 육안으로 

충유상태를 확인하면서 오일펌프의 기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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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U 모터 펌프 정비용 지그 설계 및 제작

- HPU 모터와 펌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부로 들어올려서 빼내야 하지만, ROV 완

전 조립상태에서는 상부 부력재로 인해 어려우므로 측면에서 빼낼 수 있는 지그를 

설계하여 제작함.

- 모터-펌프의 무게를 고려하여 지그 상부에 무게중심 조정이 가능한 홀을 가공하였

으며, 하부에는 모터-펌프의 이탈 및 손상방지를 위하여 MC로 만든 안착지그를 조

립함. 

3

<HPU 모터-펌프 운반지그>

kgkg

부력재

호이스트

HPU 모터-펌프

[그림 3-490] HPU 모터 - 펌프 운반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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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1] HPU 모터 펌프 정비용 지그

외장형 릴리프밸브 설계 및 제작

- 해저에서 제팅암 노즐이 작업 중 지반에 부딪힐 때를 비하여 순간적으로 유압실

린더가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도록 유량이 큰 릴리프밸브와 체크밸브가 내장된 블

록형 밸브를 설계, 제작함.

STOW DEPLOY STOW DEPLOY

Cylinder
(deploy)

[그림 3-492] 릴리브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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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3] 제팅암용 릴리프 블록 밸브

- 릴리프밸브의 압력 조절볼트는 노출되어 육상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수중 작업시에

는 캡을 조립하여 사용함

㉯ 유압공급장치 시제품 조립

압력보상라인 조립

- HPU 모터

압력보상기-모터 퀵커플러-볼밸브-압력보상기

[그림 3-494] HPU 모터 압력보상라인 연결

- 워터젯 모터: 좌현+우현

모터-열교환기 퀵커플러-볼밸브-압력보상기-모터

[그림 3-495] 워터젯 모터 압력보상라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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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션박스(junction box)

퀵커플러-볼밸브-정션박스 정션박스-압력보상기

[그림 3-496] 정션박스 압력보상라인 연결

- 스러스터 밸브팩: 좌현+우현

좌현 우현

[그림 3-497] 스러스터 밸브팩 압력보상라인 연결

- 멀티펑션(multi-function) 밸브팩: 좌현+우현

압력보상기(판형 다이아프램) 퀵커플러-볼밸브-밸브팩

[그림 3-498] 멀티펑션 밸브팩 압력보상라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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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팅암 유압실린더 릴리프 블록밸브 조립

[그림 3-499] 제팅압 유압실린더 릴리프 밸브 조립

- 매니퓰레이터용 라인필터 조립: 사이즈(15A), 여과도(3micron)

좌현 우현

[그림 3-500] 매니퓰레이터용 유압필터 조립

- 드레인 라인 소켓블럭 설치

스러스터 유압모터(2개) 드레인 

+ 제팅암 릴리프밸브 드레인

↓

리저버

[그림 3-501] 드레인 소켓블록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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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유닛을 이용한 오일 충유

리저버 정션박스

[그림 3-502] 리모트컨트롤을 이용한 오일 충유 

㉰ 연근해 시험

리저버와 유적팩 오일 충유

- 수조에서는 밸브팩 내부의 유압제어밸브를 조정하고, 센서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

하여 공압을 충진하여 시험하였으며, 연근해 시험에서는 완전 충유상태로 시험함

(리저버의 경우 압력보상기 전체 용량의 약 80% 정도 충유).

[그림 3-503] 오일 차지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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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션박스 스러스터 밸브팩

멀티평션 밸브팩 리저버

[그림 3-504] 리저버와 유적팩 오일 충유

압력보상기 상태 및 해수 혼입여부 확인

- 매 시험마다 압력보상기의 오일 충진량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누유여부를 체크하고, 

유적팩 내부로의 해수혼입 여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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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팩 내부 해수혼입 확인 정션박스 압력보상기

워터젯 모터 압력보상기 멀티펑션 밸브팩 압력보상기

스러스터 밸브팩 압력보상기 리저버 압력보상기

[그림 3-505] 리저버와 유적팩 오일 충유

- 시험종류 후 확인 결과, 유압라인과 유적팩에서의 누유, 결함, 손상은 발생하지 않

았으며, 리저버 압력보상기의 오일 충진상태도 초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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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공급장치 설계 수정 및 보완 

리저버 설계 수정

- 오일 리턴포트를 석션포트와 동일한 방향으로 두어서 리턴필터와 리저버 사이의  

호스길이를 짧도록 하였으며, 리저버 몸통에 깊이로 규칙적인 단형상을 두어서 해

수와의 접촉면적을 넓혀 오일 냉각효과가 향상되도록 수정 설계함.

[그림 3-506] 리저버 수정 도면

멀티펑션 밸브팩 설계 수정

- 최종적으로 총 제어밸브가 14개 이므로 각각의 좌/우현 밸브팩의 밸브 자리수를 

9stations → 8stations 으로 수정하였고, 전기 케이블커넥터 연결 나사를 기존 밸브팩 

박스에서 매니폴드 후부측으로 수정함.

- 밸브팩 박스에는 기존 압력보상을 위한 판형 다이아프램 조립자리를 제거하고, 외

장형 압력보상기(0.3리터)를 박스 외벽에 장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압력보상기

의 조립이 매니퓰레이터용 유압필터(15A 사이즈)와 방향에 상관없이 조립이 호환되

도록 칭구조로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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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니폴드

관
통

mm-0.2

(b) 밸브팩 박스

[그림 3-507] 멀티펑션 매니폴드와 밸브팩 박스 수정 도면

배관라인 설계 수정

- 수조와 연근해 시험에서 사용했던 도금재질 튜브와 피팅들을 SUS316재질로 교체하

며, 스러스터 연결용 배관은 기존 유압호스에서 프레임을 따라가는 직관부는 

SUS316재질 강관으로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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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스터용 강관

배관(SUS316)
릴리프 밸브

<ROV 중간 프레임 평면도>

오일 공급과 리턴용
매니폴드

[그림 3-508] 배관라인 수정

ROV 유압 시스템 수조 시험 및 분석

- HPU + Thrust의 유압 성능 분석을 위해 수조에서의 시험 실시 후 성능 분석

- 시험은 동일한 입력 조건을 부여하여 수조와 지상에서 추진기 압력 및 속도를 분석

- 시험에서 ROV에 입력한 조건은 HPU의 모터 RPM은 1780RPM, 펌프 출력은 50%로

하여 약 200~220bar로 유지하여 추진기의 출력을 50%로하여 수직 추진기 4 를 

구동

[그림 3-509] ROV 유압 성능 수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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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수진 추진기 RPM 결과 [그림 3-511] 수진 추진기 RPM 확대 그래프

- 수조와 지상에서의 추진기 RPM 시험결과로부터 수조시험에서 수직 추진기의 RPM

은 최소 420RPM에서 최  720RPM으로 구동하는 것을 확인

- 지상시험에서의 수직 추진기의 RPM은 최소 540RPM에서 최  660RPM으로 구동하

는 것을 확인

- 지상시험에서의 추진기는 일정한 RPM으로 구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PORT 밸브팩의 FWD Vertical 추진기의 경우 다른 추진기보다 약 60RPM 정도 높

게 구동되는 것을 확인

- 수조시험에서의 추진기 RPM은 PORT 밸브팩의 AFT Vertical 추진기가 다른 추진기

보다 RPM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그림 3-512] 추진기 밸브팩(STBD & PORT)의 구조 및 압력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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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STBD 밸브팩 압력 결과 [그림 3-514] PORT 밸브팩 압력 결과

- 수조시험에서의 STBD와 PORT 밸브팩의 P 포트 압력은 평균 150bar를 유지, 지상

시험에서의 STBD와 PORT 밸브팩의 P 포트 압력은 평균 40bar를 유지

- 수조시험과 지상시험에서 STBD와 PORT 밸브팩의 P 포트는 동일한 압력을 유지

[그림 3-515] 수직 추진기 A & B 포트 압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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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시험과 지상시험에서 PORT 밸브팩의 FWD Vertical 추진기의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수조시험에서 PORT 밸브팩의 AFT Vertical 추진기의 압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지상시험에서는 STBD 밸브팩의 FWD Vertical 추진기의 압력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수직 추진기의 B 포트에 해서는 수조시험과 지상시험 모두 유사한 압력이 발생

[그림 3-516] 수직 추진기 유량 추정 결과

- 추진기의 모터 용량과 회전수로부터 추직의 유량을 다음의 식과 같이 


min×  의 공식을 이용하여 수직 추진기에 한 각각의 유량을 추정

한 결과 수조시험에서는 PORT 밸브팩의 AFT Vertical 추진기에서 유량값이 가장 

크며, 지상시험에서는 PORT 밸브팩의 FWD Vertical 추진기에서 유량이 가장 큰 것

을 확인

- 수조시험과 지상시험에서의 ROV의 추진기에 한 유압성능 시험하고 성능을 분석

한 결과 지상시험은 무부하 상태에서 ROV의 추진기에 한 유압 특성 확인이 가

능하였고, 이를 수조시험과 비교하면 수조시험에서는 추진기에 약간의 부하가 생기

면서 작동압력이 지상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며, RPM은 지상시험보다 낮은 현상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 또한, 전년도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유압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

ROV 유압 시스템 실해역 시험 및 분석

- HPU + Thrust의 유압 성능 분석을 위해 실해역에서의 시험 실시 후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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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 실해역 추진기 RPM 

테스트 결과 1

[그림 3-518] STBD 밸브팩의 추진기 RPM과 

압력 비교 1

[그림 3-519] 실해역 추진기 RPM 

테스트 결과 2

[그림 3-520] STBD 밸브팩의 추진기 RPM과 

압력 비교 2

[그림 3-521] 실해역 추진기 RPM 

테스트 결과 3

[그림 3-522] STBD 밸브팩의 추진기 RPM과 

압력 비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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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해역에서 ROV의 수평 자세 유지 및 헤딩 방향 추종에 해서 추진기를 구동하

였을 때의 추진기 RPM과 STBD 및 PORT 밸브팩의 추진기 압력에 한 결과는 그

림 32 ~ 37에서 확인

- 실해역 실험에서 1개의 추진기에 한 최  RPM은 약 700RPM이며, 전체 추진기에 

한 평균 RPM은 약 200~300RPM정도로 구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 각각의 

추진기 제어 밸브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평균 약 170~200bar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 실해역 실험에서 계측된 데이터는 오류 신호와 노이즈 신호가 동시에 발생하여 계

측된 데이터로써 수조에서의 실험과 같은 데이터 획득이 어려운 것을 확인

- 계측된 데이터의 불정확성으로 인하여 추진기 구동에 한 유압 특성의 해석이 어

려움

(3) 수중 워터젯 기술 개발 - ㈜케이티서브마린/한국로봇융합연구원

(가) 시스템 통합 및 수조 및 현장실험을 통한 성능검증 및 개선

① 모션베이스 젯팅암 구동동 시험(제팅암 Deploy/Stow, Narrow/Wide)

- 제팅암의 Deploy(전개)/Stow(보관), Narrow(좁은폭)/Wide(널은폭) 

- 구동 동작을 통하여 원활하게 동작 여부 확인하고 좌우 제팅암이 동기 되어 동작하

는지 반복 시험 절차 진행

[그림 3-523] 제팅암 Wide 구동 시험

  

[그림 3-524] 제팅암 Narrow 구동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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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5] 제팅암 Stow 구동 시험

  

[그림 3-526] 제팅암 Deploy 구동 시험

수조내 워터제트 모터 속도제어 분사테스트(인버터 출력 주파수 30Hz)

[그림 3-527] 수조 워터제팅 시험

- 수조 내에서 워터펌프를 가동하여 제팅이 되는지 확인 테스트 진행

- 수조에서는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워터제트 출력을 절반 정도로 제한을 하여 테

스트 진행하였으며, 제팅 출력을 절반 이상 올릴 경우

- 자세제어가 힘이 들고 천정 크레인에 과부하가 걸려 최고 출력을 테스트 불가

- 수조내부 테스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버터 출력 30Hz이하로 진행 함

연근해 현장실험을 통한 최  출력 테스트 및 실제 매설 테스트 (인버터 출력 주파

수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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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8] 연근해 실해역 최대출력 및 매설 테스트

[그림 3-529] 원터제트로 실해역 굴착 및 매설 사진

워터제트시스템 모션베이스 센서 구성 및 구동 테스트

[그림 3-530] 모션베이스 센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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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팅암 유량 및 압력 제어 메인 밸브

- 워터제트 유량 및 수압 제어용 메인 버터플라이 밸브 및 포지션센서

- 메인 밸브의 개폐율을 조정 하므로 제팅암의 공급 되는 유량 및 압력제어가 가능해

서 제팅 조건을 변경 할 수 있음

- 메인버터플라이 밸브에는 밸브의 개폐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포지션 센서가 부착

이 되어 밸브의 계폐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그림 3-531] 메인버터플라이 밸브 사양

[그림 3-532] 메인버터플라이 밸브 엑추에이터 사양

㉯ 워터제트 분사 수압측정센서(Water Pressure)

- 워터제트 펌프에서 발생한 압력을 측정하여 표시

- 펌프에서 발생한 수압을 확인하여 펌프모터회전수를 조절하거나 메인밸브의 개폐율

을 변경하였을 때 상태 값을 확인 하는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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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 버터플라이 밸브 개폐율 회전 감지센서

[그림 3-534] 워터제트 분사 압력측정 센서

제팅암 좌우 속도 조정 및 속도 차 발생 관련 개선작업

 

[그림 3-535] 좌/우 제팅암 속도 편차 발생으로 동기 구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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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팅암 Deploy/Stow 기동시 좌우 제팅암의 속도 발생으로 동기제어가 되지 않는 문

제 발생

- 속도차 발생 원인으로는 좌우 구동밸브가 다른 구룹의 매니폴드로 구성이 되어 배

관길이차이로 유량과 압력이이 똑같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같은 매니

폴트 구룹으로 변경

[그림 3-536] PORT, STBD에 분산된 밸브를 STBD에 결합

- PORT, STBD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제팅암 밸브를 STBD에 합쳐서 한 구룹으로 구

성하면 제어 시간 및 동작조건이 유사하여 속도차가 많이 줄어들었음.

㉰ 부품별 개선사항 도출

제팅암 동작 실린더 위치검출 센서를 수중커넥터 교체 및 동작 테스트

         

[그림 3-537] 모션베이스 구동실린더의 포지션센서 커넥터 변경

- 모션베이스 구동실린더의 포지션센서 커넥터는 Subsea용 커넥터가 아니어서 수심

3,000m에 응이 되지 못하여 Subsea용 수중커넥터로 교체가 불가피함

- 기존 장착된 M12커넥터는 IP급 등급밖에 응이 되지 않아 10m 이상의 수심에서

는 실린더에 누수가 발생 되어 센서 파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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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8] Subsea용 수중커넥터

[그림 3-539] M12 커넥터를 Subsea용 수중커넥터 교체 및 개조 작업

- 제팅암 Deploy/Stow 실린더의 특성상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메커니즘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너클에 지구베어링이 내장되어 제팅암이 좌우로 움직이면 크래비스 가

운데자리에서 고정이 되어지 있지 않으면 너클이 파손되는 단점이 있다. 기존에는 

너클 양족옆에서 칼라로 잡아 못하여 너클이 크래비슷족으로 쏠리게 되면 너클이 

휘어지는 문제가 가끔 발생이 되었고, 제팅암 좌우 발란스가 맞지 아는 문제가 발

생이 되어 테이퍼진 코라를 너클 양쪽에 추가 하여 개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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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0] 실린더의 크래비스와 너크사이의 갭이 일정이 유지 되지 않아 너클 파손 문제 발생

[그림 3-541] 너클사이에 장찰될 테이터 코라 설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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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팅암 반발력 측정 로드셀 설치 및 동작 테스트

   

[그림 3-542] 제팅암 반발력 측정 원리 및 개념도

- 워터제팅을 진행하게 되면 해저면 바닥의 상태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제팅암에 걸리

는 반반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면 바닥에 단단한 암석이나 단단

한 지면이면 제팅암에 상단한 힘을 받아서 파손이 되거나 휘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

을 소지가 있어 제팅암에 걸리는 반반력 하중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

링의 반발력 상태에 따라서 진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제팅암의 전개 각도를 결정 할 

수 있다.

[그림 3-543] 제팅암 반발력 측정 로드셀 설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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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4] 제팅암 반발력 측정 로드셀

[그림 3-545] 제팅암 반발력 측정 로드셀 테스트

interface 및 기계적 구조의 성능검증

- 실해역 실증시험을 위한 시스템 통합

- 실해역 실증시험시 Stow/Deploy 실린더 위치 파악을 위한 Positioning Sensor의 

connect 재가공 후 설치

- 해수의 노출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한 Bolting system을 전량 sus 재질로 교체

- 구면 베어링 부식 방지를 위하여 Sus재질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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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ve Acuator coupling Bracket을 sus재질로 교체

[그림 3-546] 모션 베이스 및 Water Jet Pump Upgarde 작업후 실해역 투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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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세부내용 작업 Part

제 작
(A항목)

Jetter Arm 우현 쪽 Nozzle을 제작하여 설치 완료 하였음.
Jetter Arm 

우현

후처리
(B항목)

수압으로 인하여 용접부에 무리가 있을수 있음. 
Jetter Arm Smooth Grinding 후처리

Jetter Arm 
좌/우현

재가공
(C항목)

Hole Hand Tapping작업완료(수리작업시 용이성의 고려)
Manifold 

Hole

재가공/설치
(D항목)

해수 노출 및 부식 방지를 위하여 sus재질로 구면 베어링 설치 구명 베어링

재가공/설치
(E항목)

운송 및 Test시 과부하로 인하여 Rod Knuckle손상 발생하여 재가공
/설치

Deploy/Stow
실린더

재가공 및 교체
(F항목)

설치되어 있는 Female Connector와 Type이 상이하여 재가공후 교체 
Deploy/Stow

실린더

교체 및 설치
(G항목)

설치되어 있는 Female Connector와 Type이 상이하여 재가공후 교체 
Narrow/Wide

실린더

재가공 및 설치
(H항목)

Valve Actuator Coupling Bracket Sus재질로 재가공 및 설치
Valve 

Actuator

교체
(I항목)

Water Jet Pump Bolt/Washer/Nut sus재질로 교체
Water Jet 

Pump

[표 3-82] 주요 수리 및 조치 완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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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7] 교체된 Positioning Sensor(Special Type)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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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통합 및 수조시험 지원

사전 점검 및 시운전(2017.07.)

- 툴 2종 각 1기씩 여(케이블 커터, 케이블 그리퍼)

핸들(로봇팔이 툴을 잡는 부분) 형상 변경 요청(KIRO → 한국도키멕(주))

- 핸들이 각형으로 되어 있어 로봇팔 핸들링이 용이하지 않음.

- 핸들링 시 미끄러짐 및 탈락 발생 가능성 우려됨.

- 핸들을 원형으로 하는 것이 툴 자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회전 및 아래보기 자세 가능

[그림 3-548] 개발 툴과 상용 툴의 핸들 형상

케이블 그리퍼의 케이블 고정부 형상 및 고정 방법 개선 요청(KIRO → 한국도키멕

(주))

- 그리퍼가 케이블에 접근하는데 있어 그리퍼 입구의 크기와 형상에 의해 다소 어려

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상용 툴은 케이블의 크기 및 모양에 상관 없이 홀에 삽입되기만 하면 양쪽에서 조

이는 방식으로 케이블을 고정, 자체 개발/제작 툴은 그리퍼를 닫는 방식으로만 케

이블을 잡기 때문에 고정에 어려움 발생

[그림 3-549] 개발 툴과 상용 툴의 구동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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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구사항 분석 및 응(2017.08.)

케이블 그리퍼의 핸들 및 조(JAW) 재분석

- 당초 핸들 설계시, 실제 ㈜KT서브마린에서 운용 중인 핸들 모양을 기반으로 설계

(원래 원형이었으나, 실제 운용시 사각 모양으로 하여 미끌림 및 회전 방지 목적이

었으며, 로봇팔의 그리퍼 부분에서 사각 모양의 홈을 만들어 사용)

[그림 3-550] 그리퍼 핸들과 그리퍼 조

- 케이블 그리퍼의 케이블 그립 방법에 해서는 검증시 상용 툴에는 조(JAW)가 부

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케이블 그립이 쉬운 것으로 보인 것이며, 실제 사용하는 

툴은 그림과 같이 조(JAW)가 부착되어 있음.

툴 핸들 재설계 및 제작

- 핸들 부분은 사각 모양과 더불어 원형 모양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 사

항에 맞게 원형 모양의 핸들 2종(케이블 커터 및 그리퍼)을 추가 설계/제작하였으

며, 소재는 SUS 계열을 이용하였다.

[그림 3-551] 툴 핸들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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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툴 연근해 시험 운용 시나리오 및 성능지표

케이블 그리핑 작업 수행

- 해저면에 도착하여 트랜처를 실험 상 케이블 위로 이동시킴. 이때 사전에 획득한 

맵정보 및 카메라, 소나 등 트랜처에 부착된 센서장비를 활용하여 실험 상 케이블 

위치를 파악함

- 매니퓰레이터를 가동 및 조작하여 트랜처 거치 에 위치한 케이블 그리퍼를 잡아 

실험 상 케이블의 적정 위치로 이동시킴. 이때 pilot은 트랜처에 부착된 고화질 카

메라 영상을 활용하여 매니퓰레이터 정 조작을 수행하며 동시에 그리퍼를 작동시

켜 실험 상 케이블을 그리핑함

케이블 커팅 작업 수행

- 케이블 그리퍼를 이용하여 실험 상 케이블을 그리핑한 후, 다시 매니퓰레이터를 

조작하여 트랜처 거치 에 위치한 케이블 커터를 잡아 케이블 그리퍼 근처의 적절

한 위치로 이동하여 케이블 커팅 작업을 수행함. 이때도 마찬가지로 pilot은 트랜처

에 부착된 고화질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매니퓰레이터 및 커터 정  조작을 수행함

트랜처 갑판위로 복귀

-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작업이 마무리 되면 트랜처는 갑판위로 복귀시킴

- 수면위로 복귀는 수직추진기를 모두 풀로 가동하여 최 의 상승 견인력을 확보함

- 수면위로 상승하면, 2명의 보조인원이 보트를 이용하여 트랜처 상단으로 이동하여 

크레인에 고정된 인양케이블을 트랜처 상단에 연결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랜처

를 갑판위로 복귀시킴

실험 상 케이블 회수

- 트랜처를 갑판위로 복귀한 후, 케이블 그리퍼에 연결된 회수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실험 상 케이블을 선박위로 회수함

- 이때 실험 상 케이블 핸들링에 필요한 케이블 가이드, 케이블 엔진, carrousel 등이 

필요할 수 있음

구분 세부항목 목표성능 단위 점검결과

케이블 그리핑

그리퍼 꺼내기(원격) 정상 -

그리퍼 케이블에 배치(원격) 정상 -

그리퍼 케이블에 배치(반자동보조) 정상 -

케이블 그리핑(그리핑 힘) 25 ton

케이블 커팅

커터 꺼내기(원격) 정상 -

커터 케이블에 배치(원격) 정상 -

커터 케이블에 배치(반자동보조) 정상 -

케이블 커팅(커팅 압력) 600 bar

[표 3-83] 그리핑 및 커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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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툴 운용 사전 점검(2017.11.)

ROV내 설치 과정

- 밸브 팩과 작업 툴 사이에 분배 블록을 설치하고, 분배 블록에 퀵 커플링을 장착하

여 유압 호스 연결을 용이하게 함.

- 밸브 팩의 배관재는 G1/4“-UNF1/4“를 사용하였고, 분배 블록 까지 사용한 유압 호

스는 1/4"*3000PSI*1W*2.5M짜리 6가닥(케이블 커터 4가닥, 케이블 그리퍼 2가닥)으

로 연결함.

  ∙ 분배 블록은 ROV 프레임에 취부 홀 작업이 불가하여 별도의 브라케트를 제작하

여 주변 취부 볼트를 이용하여 장착함.

- 로봇팔 왼쪽과 오른쪽 사양이 상이하여 로봇 팔 하나로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작업 툴 거치를 위한 버켓 위치를 수정( 양전기).

- 분배 블록과 작업 툴사이 배관 역시 동일한 유압 호스를 사용함.

[그림 3-552] 버켓 위치 수정

[그림 3-553] 배관 라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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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팔 및 작업툴 운용 결과

- 로봇 팔 운용 미숙 및 센서 등의 문제로 인해 작업툴의 낙하 및 주변 장치와의 충

돌로 인해 배관 및 프레임 등의 파손 현상 발생하였으며, 현장 임시 조치를 하여 

테스트를 진행.

- 작업툴 2개의 버켓 사이가 짧아 배관 및 유압 호스의 간섭 발생. → 위치조정 필요.

- 로봇팔 한 개를 이용하여 케이블 그리퍼로 케이블을 그립하고, 다시 케이블 커터를 

이동하여 케이블 커팅 작업을 완료.

- 작업툴의 낙하충격 및 충돌 등에 의한 프레임 파손에 해 좀 더 강성을 확보하고 

작업툴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함.

- 육상시험 결과를 토 로 작업 툴을 개선하고, 로봇팔 문제 해결 및 운용 연습후 수

조시험 추진하기로 함.

[그림 3-554] 작업툴 운용시 발생한 문제점

  

개선 계획 및 개선 방안

- 상기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 설계하고, 제3차 시제품을 아래와 같이 제

작하며, 더불어, 정량적 목표 확인과 수조시험을 통해 검증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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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5] 개선 일정

- 케이블 커터/그리퍼 개선 방안

[그림 3-556] 커터 개선 내용

  

[그림 3-557] 그리퍼 개선 내용

㉱ 케이블 커터/그리퍼 개선 설계 및 제작

케이블 커터 개선 설계 상

- 커팅시 크랙 발생에 한 설계 내용 : 바디 일체화 설계(바디, 좌우 커버 변경)

- 낙하충격에 의한 휨 발생 : 강성 확보를 위해 소재변경(알루미늄(A6061) → 스테인

레스 스틸(SUS306, SU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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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에 의한 니쁠 나사산 파손 : 강성 확보와 유지 보수 관점에서 일체화된 알루미

늄 소재에서 스틸(S45C) 계열로 변경하고 바디와 별도의 제작하여 조립하는 형식으

로 변경

- 커팅용 램 실린더 커버 부풀음 현상 : 내압에 의한 소재 변형으로 이로 인한 문제

는 상부에 있는 배관 니쁠에 틈이 발생하여 외부 누유 및 니쁠이 발산하여 안전사

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재설계 및 해석을 하여 소재 두께를 변경하

고, 배관용 니쁠을 특별하게 설계하고자 함.

케이블 그리퍼 설계 상 및 주요 도면

- 배관 니쁠 간섭 및 낙하충격에 의한 파손 : 니쁠 방향을 상부(핸들 방향)으로 변경

- 조(JAW) 시리즈 제작 : 이 것은 문제에 한 개선이 아니라 시험용 시료의 외경에 

맞춰 추가 제작하는 것임.

[그림 3-558] 커터 바디 수정 도면

 

[그림 3-559] 램실린더 커버 수정 도면

[그림 3-560] φ47 케이블용 조 가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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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팅용 램 실린더 커버 두께 해석 및 결과

- 개선 전의 커버는 내압 70MPa 작용시 항복응력 이상의 응력이 작용하여 배관 포트

(G1/4") 부분에 약 0.9mm 정도의 변형이 발생하여 외부 누유 및 배관재 이탈 가능

성이 있었으나, 안전계수를 2로 하여 재설계 및 해석 결과 안전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3-561] 개선전 해석 결과 [그림 3-562] 개선후 해석 결과

  

㉲ 개선 시제품 제작 및 시험 결과

개선 시제품 제작 내용

[그림 3-563] 개선된 커터

    

[그림 3-564] 개선된 그리퍼

케이블 그리퍼 실험

- 케이블 그리퍼가 케이블을 잡은 상태에서 최  당김력을 측정함

- 최  당김력은 미끌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의 최  그리핑 힘을 의미함.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496

- 실험 결과 25.2 tonf로 정량적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음.

[그림 3-565] 당김력 테스트 결과

케이블 커터 실험

- 케이블 커터의 블레이드가 앤빌에 닿은 상태에서 증압된 압력을 측정함.

- 최  전단압력 실험 결과는 692bar로 정량적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음(공급압력 

209bar 비 3.31배 증압됨).

[그림 3-566] 커팅 압력 테스트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497

(4) 핵심 요소 기술 개발

① 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개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터치스크린 입력을 활용한 로봇팔 수중 원격작업 보조기술 및 충돌 회피 제어 개발

터치스크린 입력을 활용한 작업물의 위치 및 회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그림 3-567] 실험방법

충돌회피 제어 개발: 작업물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offset 설정 알고리즘 개발

터치스크린 입력 기반 로봇팔 수중 원격작업 보조기술 개발

[그림 3-568]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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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케이블 핸들링 모사 실험을 통해 기존 원격조작 방법 비 28.2%의 작업시간 

단축 확인

[그림 3-569] 실험결과

㉯ 이미지 매칭률 연구

이미지 매칭률 개선을 위해 Particle filter를 3단계로 적용하는 알고리즘 개발

[그림 3-570] 이미지 매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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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정량적 목표인 매칭율 80%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음

[그림 3-571] 실험 결과

(가) 수중 정밀 항법 기술 개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USBL을 활용한 복합 관성항법 구축

[그림 3-572] 실험 개념도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500

② 복합 관성항법 알고리즘의 실해역 성능검증

㉮ 목적 : 연근해 실해역에서 수중 복합 항법알고리즘의 성능검증 및 수정보완

㉯ 장소 : 경북 포항 여객터미널 부두

[그림 3-573] 실험 현장

실험순번 RMS 오차 (m) 끝점 오차 (m) 유영시간 (sec.) RMS 오차/min 끝점 오차/min

1 0.9702 0.8079 180 0.3234 0.2693

2 1.0746 1.4145 190 0.339347368 0.446684211

3 0.6523 2.345 300 0.13046 0.469

4 1.7557 1.571 328 0.321164634 0.287378049

5 1.6659 4.2145 293 0.341139932 0.863037543

6 0.9248 1.2078 296 0.187459459 0.244824324

7 1.3717 2.0547 340 0.242064706 0.362594118

8 1.204 0.8945 233 0.310042918 0.230343348

9 2.1394 2.1857 243 0.528246914 0.539679012

10 1.0844 1.5695 246 0.264487805 0.382804878

평균값　 1.2843 1.82651 264.9 0.298781374 0.409564548

[표 3-84] 현장실험 항법 오차 분석

- 연근해 실험에서 ROV의 전진속도는 평균 0.95knots(약 0.489m/s)이고 매번 실험 시

간은 평균 264.9초로 이 경우 평균 이동거리는 약 129.5m가 나옴. 이 경우, 끝점 평

균 RMS 오차는 약 0.84% of traveled distance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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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USBL position-aiding 방법

   
















 















 









- 여기서 은 로봇의 위도, 경도를 뜻하고, ∙는 추정값, 그리고 아래첨자 m은 

위도, 경도 측정값으로 USBL 출력값을 뜻하며, 은 USBL 출력값의 정 도에 

해당하는 백색잡음으로 ∼  ∼ 이다.

④ 실해역에서 USBL을 이용한 수중로봇 위치추적 성능 검증

[그림 3-574] USBL 화면

  

[그림 3-575] 선상 모니터월

(나) ROV 고장 검출 기술 개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① 소프트웨어 연동을 위한 시퀀스 구조 정립

㉮ 센서 정보 확인을 위한 트리 구조의 센서맵 작성

[그림 3-576] 트리 구조의 센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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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로봇 플랫폼의 실운용 유압장비 고장 진단 실험

-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고장난 압력센서들을 신품으로 교체 후 실험 실시

- 유압시스템 누유 고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플랫폼 육상 가동 및 센서 데이터 

획득

- FPH 추진기의 A, B 단 사이에 교축밸브를 설치하고 밸브를 완전히 닫은 상태부터 

모두 개방한 상태까지 밸브 개폐를 총 8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별로 100초 동안 

샘플을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

[그림 3-577] 압력센서 교체중인 ROV의 모습

[그림 3-578] ROV 추진기 및 추가 설치된 바이패스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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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마다 약 1,600~2,000개의 샘플을 저장하여 12,335개의 샘플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

- FPH 추진기의 RPM이 74% 미만으로 떨어지면 고장으로 사전 정의

㉯ 고장진단 알고리즘을 통해 고장 검출율 산출

[그림 3-579] 시뮬레이션 결과 (1)

- Python의 TensorFlow Library를 활용한 딥뉴럴네트워크 적용

- 유압, 온도, RPM 등 유압추진기와 관련된 27개의 센서 항목을 상으로 12,335개의 

샘플을 학습에 사용

- 실험 결과, 검증 정확도는 99.8%. 임의의 실 측정 실험에서 예측 정확도의 최저치

는 약 94%, 검출율 최저치는 약 89%로 확인되었음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4차 실험

예측 정확도 0.989485 0.943333 1.000000 1.000000

검출율 - 0.892405 1.000000 1.000000

[표 3-85]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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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0] 시뮬레이션 결과 (2)

(다) 수중 매설작업 실시간 3차원 구현 기술 개발(중국 과학원 심양자동화연구소)

① Progress in underwater sonar image registration

- The research objective of the sub-project on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of the 

operation field is to recover the height information from the compressed two- 

dimensional forward-looking sonar image sequence. It is an ill-posed problem since the 

loss information couldn’t be recovered. However, the heuristic strategies could be used 

to ameliorate the dilemmas. For example, two methods are appropriate for such a 

reconstruction task, with the geometry-based methods that depends on the shadow 

information on one hand, with the inverse-projection methods that depends on the 

inertial navigation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 Extract the 3D point clouds on the occluding contour when the shadow information is 

available

- The cast shadows are used to encode the height information about the object silhouette. 

The size of a shadow depends on the object position relative to the transmitter, the 

background surface and its background orientation. Large cast shadows, behind tall 3-D 

objects resting on the sea-floor, are induced where the sonar is deployed at sharp 

grazing incidence to cover larger regions within the field of view. These shadows 

provide important visual cues in determining the size and edge boundaries of objects in 

forward-looking sonar imagery. Such a method estimate the height of a 3-D objec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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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sonar geometry relative to the sea-floor. In this year, we design a 

procedure to recover the 3D point clouds from each single sonar image on the basis of 

sonar geometry. The processing steps could be described as follows: 1) Estimate the 

normal vector of the seabed plane; 2) Recover the elevation angle by the normal vector 

according to the range and direction information; 3) Set the elevation angle of the 

occluding contour with that of the trailing edge of the corresponding shadow area; 4) 

calculate the 3D coordinates of the occluding contour; 5) Estimate the surface height 

values by interpolation with the Delaunay grid. In the end, we successfully extract the 

3D point clouds of the occluding contour.

[그림 3-581] Recover the 3-dimensional surface from a single looking-forward sonar. 

Left: estimate the normal vector of the seabed under the plane assumption. 

Right: Recover the occluding contour and the surface.

② Extract the 3D point clouds if the object is suspended in the water

- It should be noted that a plane assumption on the seabed plateau should be satisfied, 

and at least one intact shadow area could be extracted from each sonar image. Such 

two rigorous constraints are unnecessarily met in the practical marine engineering 

projects, with the first assumption violated when the machine works on the rugged area 

and the second condition unsatisfied when no tall objects exist in the field of view.

- Consider a general case that the surface of interest is far above the seabed that no 

shadow area could be extracted from the sonar image sequence. The naïve idea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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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the highlighted area back in to the 3D space if some areas with strong 

reverberations could be detected from each sonar image. To make full use of the 

surface information, all the pixels behind each highlighted pixel are assumed to belong 

to the object in the environment. Then, the “expanded” point clouds could be reduced 

and carved by the backward-projected point clouds from other views. Only those point 

clouds in the overlapped region is preserved. The precise 3D surface could be 

recovered if multiple sonar views could be fused. Therefore, we developed a method 

that based on the inverse-projection scheme, where each sonar image are projected back 

to the candidate point clouds in the three-dimensional space, while the points clouds 

from the sequential sonar images are used to carve the candidate points clouds. 

[그림 3-582] Extract the 3D point clouds by fusing the information from multiple views. 

Left: Plenty of imaging noises could be removed when two views are used to 

reconstruct the surface of an object. Right: The 3D surface of a cubic is approximately 

recovered when fusing the highlighted information from three sonar views.

③ Two-dimensional forward-looking sonar image registration: 

- While the navigation information is commonly assumed to be accurate enough over a 

few meters, significant navigation drift can be observed when following sharp turns 

such as U-turns or long swatches. A 3D registration step should be adopted to obtain a 

consistent 3D representation of the full field. Now that the sonar sequences with precise 

navigation information is unavailable at present, we focus on the two-dimensional 

forward-looking sonar image registration, which lay a solid base for the 3D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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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burying machine is working on the seabed and the inertial navigation is 

unavailable, it is reasonable to make an assumption that the motion parameters could be 

simplified to the translation and rotation. In that way, the transformation matrix in the 

3D reconstruction could be solved by the 2D sonar image registration.

- Monitoring the field of operation of an underwater vehicle is crucial during missions 

near the sea floor. The forward-looking sonar is often the only available sensor for 

observation of the ambient turbid water environment. Sonar image registration is not 

only a first step towards a panoramic mosaic but provides also an initial motion 

parameter estimation for the vehicle’s self-localization and navigation. 

- A peripheral mutual information (PMI) maximization method is proposed for the sonar 

image registration. PMI is inspired by regional mutual information (RMI) which makes 

use of the closed-form solution for the Shannon entropy by the assumption that the 

data vectors made of neighboring pixels are normally distributed, an assumption that 

ignores correlations between the pixels in sonar images. To accommodate the fact that 

the neighboring pixels show dependencies due to acoustic reverberation and dispersion, 

only the peripheral information in the neighborhood of a pixel is used in PMI for the 

calculation of the mutual information. Experiments show that the PMI registration 

function is much smoother than that of RMI. Further experiments on 2-D 

forward-looking sonar image registration demonstrate the efficiency of PMI.

[그림 3-583] Registeration of a sonar image sequence with the mutu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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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s. The image-pair registration is shown in the top row, where the two images 

are shown in red and green respectively, the correct alignment is shown in yellow. The 

accumulated error is observed by registering 5 consecutive frames in the bottom two 

rows. From left to right, the columns correspond to PV, GPVE, RMI($r=1$) PMI, 

FMT, NDT and SIFT respectively.

④ Next research planning

- In the previous research stage, we have successfully extracted salient objects from the 

sonar images (1st year), registered the sonar image pairs (2nd year) and extracted the 

3D point clouds from each 2D sonar image under the assumption of a flat seabed (3rd 

year). However, the plane assumption to the seabed cannot be satisfied in the practical 

marine engineer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take the inertial information into 

consideration, reconstructing the 3d surface by carving the 3d point clouds sequentially. 

On another hand, a global error adjustment mechanism should be used to correct the 

significant navigation drift that existed in sharp turns or long s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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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1 : Reconstruct the local 3d map when there is no obvious navigation drift 

- When the shadow information is unavailable, we use the carving method to extract the 

point clouds for each object. That is, we project each pixel in the 2d sonar image into 

the 3d space. In this way, each pixel corresponds to a voxel in the spherical 

coordinates. Then, refine the candidate point clouds with the information from the 

sequential sonar images.

- On the other hand, when that is obvious tall objects in the field of view, where it is 

possible to extract the shadow from the sonar images. We try to the extract the 3d 

boundary point clouds corresponding to the occluding contour.

- It is possible for us to extract the point clouds with the proposed two methods. Future 

work will focus on improving the reconstruction precision.

㉯ Task2 : Global error adjustment

- The proposed registration method using the feature or the semantic information will be 

used to correct the global accumulation error. On another hand, it is very likely to 

extract significant feature points from the local 3d map. Then, the popular bundle 

adjustment method on feature point correspondence could be used to reduce the global 

error.

- 수조시험과 지상시험에서 수직 추진기에 한 A와 B 포트에 한 추진기 압력은 

약 100bar정도 차이가 발생

(5) 선상 관제시스템 구축

(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상 관제시스템 H/W 설계/제작

① 선상 관제 Monitor Wall 배치 최적화

- 실제 플랫폼 운용 시, 카메라뿐만 아니라 소나, USBL 등의 정보를 동시에 파악해

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음

- 모니터의 수량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증 시키고, 그 배치를 조절하여 사용자의 

피로도를 줄임

- 변경 전 : 42 inch * 2, 18.5 inch * 5

- 변경 후 : 42 inch * 2, 21.5 inch * 8

② 선상 관제 Control console chair 버튼 및 조이스틱 배치 최적화

- 조이스틱을 그립타입으로 변경하여 장시간 운용에도 무리가 없도록 함

- 운용 중 잘못된 버튼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버튼 및 토글 타입의 버튼을 선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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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ot 및 Co-pilot의 조이스틱과 버튼의 배치를 운용 중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최적 

배치함

③ 선상 관제시스템 안정성 검증

- 내부 전원시스템 안정화

- 내부 광컨버터 증설 및 모델 변경으로 Ethernet 및 EtherCAT안정화

④ 비디오 자막기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제작

- 선상밴 내부에 자막기 PC 설치 완료

- 제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카메라 자막표시 성능 검증

⑤ EtherCAT 소프트웨어 안정성 검증

- 선상 관제시스템의 기능 및 프로토콜 리스트를 최적화하여 시스템을 안정화 및 최

적화 함

- 수조 및 연근해 실험으로 EtherCAT 소프트웨어 신뢰성 검증

⑥ 관제실 외부 확인용 IP 카메라 설치

- 선상관제시스템 내부에서 외부의 상황에 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용도의 카메

라 설치

- Van 외부 상단에 2개를 설치하여 플랫폼을 다각도로 확인

(나) 솔탑: S/W 설계/제작

① 제어 화면 UI 개선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전체 UI 색상, 구성 변경

- 주요 제어 명령 화면 추가

- 연관 장비 화면 병합

- 장비별 관리 기능 강화

항목 구분자

제어 화면 제어 요약 화면1, 제어 요약 화면2

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

알람 관리 알람 관리

로그 관리 로그 관리

화면 레이아웃 관리 화면 레이아웃 관리

장비 연동 화면 Manipulator, Waterjet, PanTilt, Light/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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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4] 제어 요약 화면

 

[그림 3-585] 제어 요약 화면 2

[그림 3-586] 워터젯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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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7] Tool 화면

[그림 3-588] 사용자관리 화면

[그림 3-589] 알람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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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0] 로그관리 화면

[그림 3-591] Display 관리 화면

② 전방 모니터링 UI 개선

- 사용자 피로도 및 가시화를 고려한 전체 UI 색상 및 구성 변경

- 주요 장비 상태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장비 상태 데이터 게이지를 통한 시각화

항목 구분자

메인 화면 메인 화면

장비 상태 유압 장비별, 전압 장비별

로그 관리 로그 관리

장비 상태 화면 메인화면, Waterjet, 전압, 유압, 추진기, Lv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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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2] 추진기 상태 화면

[그림 3-593] 워터젯 화면

[그림 3-594] 유압별 장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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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5] 전압별 상태 화면

[그림 3-596] Log 화면

[그림 3-597] 장비별 상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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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8] LV 드라이버 화면

[그림 3-599] 유압라인 상태 화면

[그림 3-600]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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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 및 연근해 성능시험

(가) 개요

- 수조 및 연근해(30m) 조건에서 플랫폼 및 전체시스템 성능실험을 수행

- 수조실험 : 플랫폼 수정보완 및 수조환경에서 작동실험

- 연근해 실험 : 전체 시스템 통합 및 연근해에서 성능검증

(나) 플랫폼 수정보완 및 수조실험

① 담당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양전기공업(주) 및 해당기관)

- 부품 조립 및 기능별 테스트

- 수조환경에서 수정 보완된 플랫폼 기본 작동실험

- 부품별 정상 작동실험

- IOM(Installation-Operation-Maintenance) 절차(플랫폼 이동 방법, 조립/해체 시간, ROV 

고정방안 포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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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01] 부품 조립 및 기능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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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근해 실험

① 담당기관: 모든 참여기관

② 개요

시험장소 : 포항시 북구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36도 05‘06.14’‘N, 129도26’54.82‘’E

작업수심 : 23~30m

시험선박 : KMS호, 250T 크레인 바지선박

시험기간 : 11/27~12/9일 (12일, 12/6일 기상악화로 시험 못함)

실험목적 : 시스템 통합 및 연근해 시험을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

실험내용

- 일반 작동시험

- 매설심도, 매설속도, 전진속도 성능검증

- 해저 케이블 포설 및 매설 시험

[그림 3-602] 실험장소

 

[그림 3-603] 실험현장

[그림 3-604] 갑판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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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근해에서 플랫폼 및 부품별 기본 성능검증

시험선박 Mobilization

플랫폼 기본동작시험

- 테스트 시나리오 개요

[그림 3-605]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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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06] 플랫폼 기본 동작 시험 및 전진 속도 검증 시험 순서도

[그림 3-607] 플랫폼 기본 동작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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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이블 매설성능(심도 및 속도) 검증실험

[그림 3-608] 케이블 매설 성능 검증 실험 순서도

(바) 매설속도 테스트

일시 : 2017년 12월 9일 오전

실험결과 : 최  매설속도≈

[그림 3-609] 최대 매설속도 실험결과

(사) 매설심도 테스트\

일시 : 2017년 12월 9일 오전

실험결과 : 최  매설심도 약 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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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 최대 매설심도 실험결과

플랫폼 최  전진속도 시험

일시 : 2017년 12월 9일 오후

실험결과 : 수면에서 최  전진속도 약 2.59knots

 

 ≈

[그림 3-611] 최대 전진속도 실험결과

(아) 해저 케이블 포설 및 매설 시험

- 해저에 직경이 13mm인 전력 케이블을 포설하고 URI-T를 투입하여 매설작업 수행

- TSS350을 이용하여 케이블 추적하고 젯팅암을 이용하여 매설함

- 반복 매설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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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2] 케이블 매설 결과

(자) 연근해 시험 계획 수립

① 적지해역 조사

㉮ 조사해역

-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인근해역, 36도12분10.0초N, 129도27분00.0초E

- 평균 슈심 약 50m

- 지질 : Mud, sand, shells

[그림 3-613] 조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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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4] 조사해역 기준 유의 파고 관측소 위치 및 거리

㉯ 조사내역

월표 일  과거 2년간 9~11월 유의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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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과거 4년간의 9~11월 유의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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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난 6년간의 평균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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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과거 5년간의 9~11월 풍향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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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과거 3년간 9~11월 해류 정보

[그림 3-615] 2013년 9, 10, 11월

[그림 3-616] 2014년 9, 10, 11월

[그림 3-617] 2015년 9, 1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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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포항시와 조사해역 포항어민회 분들과 해당 해역에서 실험을 하는 도중 발생

하는 문제로 인한 양해를 인가받는 도중에 제 로 협의가 되지 않아 실험해역을 포

항시 북두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에서 연근해 시험을 하기로 결정함.

② 연근해 시험 계획 수립

가) 시험 목적

수중건설로봇사업단 2핵심과제에서 개발 중인 해저 케이블 매설용 트렌처(URI-T)의 

성능을 실해역 실증 시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검증할 성능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트렌처의 일반 작동 및 운용 성능, 케이블 매설 성능, 및 케이블 유지보

수(그리핑/커팅) 성능으로 구분된다.

전체 시험 기간은 11월 27일 ~ 12월 14일로, 지원 바지선박 이동, 장비 설치 및 하

선 등 작업이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케이블 매설 및 유지보

수 시험은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시험 기간

시험 기간 : 2017년 11월 27일 ~ 12월 14일(총 21일, 작업일 15일 예정)

다) 부두시험

크레인 바지선박 이동 및 앵커링, 장비설치

- 일시: 2017년 11월 27일 ~ 30일

트렌처 URI-T 일반 작동 및 운용 시험

- 시험 목적: 케이블 매설 트렌처(URI-T)의 전원/유압계, 통신, 센서계 등의 정상 작동 

및 이상 유뮤를 점검한다.

- 시험 기간

  ∙ 일시: 2017년 11월 30일~12월 3일

  ∙ 소요기간: 4일(문제 발생 시, 수정보완을 위한 시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음)

일반 작동 및 운용 시험 공정 개요도

  (1) 갑판에서 기본 성능 점검

  (2) 트렌처 진수 (10m 수심)

  (3) 트렌처 수중 통신 점검

  (4) 트렌처 영상 점검

  (5) 트렌처 카메라 PT 및 라이터 dimmer 점검

  (6) HPU 유압 점검

  (7) 매니퓰레이터 동작 기본 점검

  (8) TTS handler 동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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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추진기 동작 점검

  (10) 워터젯 모션베이스 동작 점검

  (11) 워터펌프 구동 점검

  (12) 트렌처 해저면 착지

  (13) (3)-(11) 반복

  (14) 트렌처 주행성능 점검

     a. Depth-Keeping

     b. 최 속도 전진 성능 점검

     c. 해저면 트렌칭 성능 점검

  (15) 회수 및 선상 점검

  (16) (3)~(14)에서 문제 발생 시, 추가 실험

라) 해저 케이블 매설 시험

목적: 케이블 매설 트렌처(URI-T)를 이용하여 기 포설된 해저 케이블 매설 공정을 

모의 수행함으로써, 케이블 매설 성능을 확인한다.

시험 기간

- 일시: 2017년 12월 3~7일

- 소요기간: 5일(날씨 상황, 시험 결과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케이블 매설 시험 공정 개요

(1) 매설 케이블 해저 포설 작업(2일 정도 소요 예정)

(2) 갑판 위에서 전체 시스템 작동 및 기능 테스트

(3) 트렌처 진수 및 10m 수심에서 기능 점검

(4) 해저면으로 이동 및 TSS350을 이용하여 매설 케이블 위에 안착

(5) 워터젯 젯팅암 deploy 및 트랜칭 시작

(6) 목표지점에 도착하면 젯팅암 원위치 및 TSS 350을 이용하여 반 방향으로 이동

하면서 매설상황 체크

(7) 시작위치로 돌아와서 체크된 매설상황에 따라 매설작업 다시 재개

(8) 트랜처 회수 및 선상 점검

(9) 이상 과정을 1) 젯팅암을 최 (60도)로 deploy했을 때(목표 매설심도 3m, 매설속

도 300m/h), 2) 젯팅암을 17도(구체적인 값은 추후에 변경 가능함)로 deploy했을 때

(목표 매설심도 1m, 매설속도 2km/h)에 해 3번 반복 수행

마) 케이블 핸들링(그리핑/커팅) 시험

목적: 케이블 매설 트렌처(URI-T)를 이용하여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공정을 모의 

수행함으로써, 자체 개발한 유압기반 케이블 핸들링 툴장비의 성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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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

- 기간: 2017년 12월 7~8일

- 소요기간: 2일(문제 발생 시, 개선 작업을 위한 시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음)

케이블 핸들링(그리핑/커팅) 공정 개요

(1) 트랜처 전방 거치 에 케이블 그리퍼와 커터 배치. 그리퍼의 경우, 회수용 케이  

    블 연결이 연결되어 케이블 회수용 드럼(?)에 고정

(2) 갑판 위에서 시스템 작동 및 기능 테스트

(3) 트렌처 진수 및 10m 수심에서 기능 점검

(4) 해저면 회수용 케이블 위치로 이동(1.5의 해저 케이블 매설작업이 완료된 후, 매  

    설된 케이블 회수작업)

(5) 케이블 커터 작업

(6) 커트된 회수용 케이블을 그리퍼로 그리핑

(7) 회수 및 선상 점검

(8) 회수용 케이블을 당겨서 매설된 케이블 회수

바) 50m 연근해 시험

크레인 바지선박 이동 및 앵커링, 장비설치

- 일시: 2017년 12월 9~14일

해저 케이블 매설 시험

- 부두 케이블 매설 시험과 동일

해저 케이블 핸들링 시험

- 부두 케이블 핸들링 시험과 동일

마무리 작업

- 포항 영일만항으로 이동 및 장비 하선

- 일시 : 12월 14~17일

사) 공정표8)

8) 크레인 바지선이 포항 신영일만항에 입항한 시점부터 연근해 시험일정 카운트하며, 시험이 끝나서 
바지선 설치 장비 하선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꼳 시험일정 마무리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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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작일 종료일
2017년

1주 2주 3주 4주

부두시험 11.27 12.10

크레인 바지선 이동 및 

Anchoring
11.27 11.27

크레인 바지선 장비설치 11.27 11.30

일반 작동 및 운용시험 11.30 12.03

매설 케이블 포설 12.03 12.04

케이블 매설시험 12.04 12.07

케이블 핸들링 시험 12.07 12.08

50m 연근해 시험 12.09 12.14

시험장소 이동, 앵커링 및 매설 

케이블 포설
12.09 12.10

케이블 매설시험 12.11 12.13

케이블 핸들링 시험 12.13 12.14

마무리 작업 12.14 12.17

 포항 영일만항으로 이동 및 

장비 하선
12.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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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직도 및 인력 구성

다음 표는 케이블 매설 트렌처의 운용을 위한 조직 및 인력구성을 나타냄. 매설선박 

및 모의케이블 포설 관련 인력은 제외함.

용역총괄 책임자 1명
외 운영 supervisor 1명

이계홍 외 1명

 선상 제어팀
팀장 1명

플랫폼 H/W팀
팀장 1명

크레인 바지선 갑판 운용팀
팀장 1명

 조종 담당: 2명
 항법/제어 담당: 1명
 기타: 2명

 기계 담당: 1명
 유압 담당: 2명
 전장 담당: 2명

 전원실 담당: 1명
 Umbilical 담당: 2명
 크레인 담당: 1명

매설 케이블 관리팀
팀장 1명

 Tone generator 운용 및 
기타: 1명

예상 소요인력 21명

※ 상황에 따라, 팀장은 하위 기술담당과 겸임 가능함.

※ 진수/인양 시, 선상 제어팀, 플랫폼 H/W 팀 및 갑판 운용팀 인원 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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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트렌처 시스템 구성 – 장비 리스트

트렌처 시스템의 구성 부품은 다음과 같으며, 선박 탑재 시 해당 부품 뿐만 아니라 

운용장비의 탑재공간이 필요하다.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선상 운영 밴 20ft 표준컨테이너 1 EA

HPU 전원 밴 20ft, 높이가 표준컨테이너보다 높음 1 EA

워터펌프 전원 밴 20ft, 높이가 표준컨테이너보다 높음 1 EA

스페어보관 밴 20ft 표준 컨테이너 1 EA

사무용 밴 20ft 표준 컨테이너 1 EA

트렌처 본체 5.5(L)x4.0(W)x3.5(H)m, 약 21톤 1 EA

1,000kw 발전기 밴 20ft 1 EA

권치기 6.725(L)x4.8(W)x6.0(D)m 1 EA

Cable Transporter 2.2(L)x1.6(W)x1.8(H)m 1 EA

Carrousel 1 EA

Offshore Crane 170ton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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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크레인 바지선 갑판 배치도

카) 케이블 매설 시나리오

크레인 바지선 앵커링

- 크레인 바지선을 사전에 조사된 시험장소로 이동

- 이때 예인선(tug boat)를 활용하며 작업현장에 도착하면 앵커링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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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 케이블 포설

- 매설 케이블 한 끝단에는 무게추 및 SMB를 연결할 밧줄을 고정하여 적정 위치에 

투하함. SMB는 또한 케이블 회수용으로도 활용 가능함

- 케이블 다른 끝단은 바지선 갑판에 설치된 매설 케이블 핸들링 장비, 즉 케이블 

가이드, 2 의 케이블 엔진을 거쳐 TSS350의 운용을 위한 Tone Generator에 연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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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처 진수 전 갑판 점검

- PDU에서 전원 공급

- 갑판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모든 항목 점검

- 정상인 경우,  LARS를 활용하여 트랜처를 진수시킴

10m 수심에서 트랜처 점검

- 5차년도 연근해 시험의 경우, umbilical 윈치가 없는 관계로 트랜처 진수/회수시 추

가적인 기구 및 케이블을 활용함. 진수시 크레인에 고정된 인양케이블을 트랜처에 

설치하여 수면까지 내리고, 이 후 보조인원 2명이 보트를 이용하여 트랜처 상단으

로 이동하여 인양케이블을 해체함

- 트랜처를 진수하여 10m 수심에서 다시 주어진 체크리스트에 따른 플랫폼 및 전체 

시스템을 점검

- 정상인 경우, 작업 해저면으로 하강

- 이때 플랫폼 자체의 음성부력 및 수직 추진기를 풀로 가동함

매설작업 수행

- 해저면에 도착하여 트랜처를 포설 케이블 위로 이동시켜 워터젯 좌우 젯팅암이 케

이블 양단에 위치하도록 트랜처를 위치시킴. 이때 사전에 획득한 맵정보 및 TSS, 

카메라, 소나 등 트랜처에 부착된 센서장비를 활용하여 사전에 포설된 매설 케이블 

위치를 파악함

- 워터펌프를 가동한 다음, 젯팅암을 필요한 각도만큼 deploy하고, 플랫폼을 전진시켜 

trenching을 수행함

- 필요할 경우, 트랜처를 전후진하면서 반복 trenching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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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정해진 위치까지 매설한 후에 워터펌프 가동을 멈추고, 젯팅암을 원위치(수

평위치)로 복귀시킴

매설작업 점점

- 트랜처 플랫폼을 180도 돌려서 매설했던 반 방향으로 위치하고 TSS 440의 경우, 

부착 프레임을 수평위치로 deploy하여 매설 반 방향으로 트랜처를 이동시킴

- 이때 TSS를 이용하여 케이블의 매설심도를 측정하며 측정된 값은 트랜처 플랫폼의 

위치정보와 함께 기록됨

- 매설 초기위치까지 이동하여 전체적으로 케이블 매설상황을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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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재매설작업

- 6)에서 점검한 매설상황에 근거하여 필요할 경우 재매설 작업을 수행함. 이때 작업

시나리오는 5)의 매설작업 시나리오와 동일함

복귀

- 5)~7)의 작업을 반복하여 매설 요구사양이 만족될 경우 트랜처를 복귀시킴

- 수면위로 복귀는 수직추진기를 모두 풀로 가동하여 최 의 상승 견인력을 확보함

- 수면위로 상승하면, 2명의 보조인원이 보트를 이용하여 트랜처 상단으로 이동하여 

크레인에 고정된 인양케이블을 트랜처 상단에 연결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랜처

를 갑판위로 복귀시킴

갑판에서 트랜처 점검 및 작업 종료

- 갑판위로 트랜처를 복귀 시킨후, 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점검하

고 기록함

- 모든 항목점검이 끝난 후 용역책임자는 매설작업 종료를 선포하고 주어진 미션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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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케이블 핸들링(그리핑/커팅) 시나리오

회수 케이블 사전 포설

- 크레인 바지선을 이용하여 사전에 선정된 작업현장에 실험 상 케이블을 포설함

- 케이블 한 끝단에는 무게추 및 SMB를 연결할 밧줄을 고정하여 적정 위치에 투하함

크레인 바지선 앵커링

- 크레인 바지선을 사전에 포설된 실험 상 케이블 상단으로 이동하여 앵커링함

- 이때 SMB의 위치를 육안으로 관측하고 또한 사전 포설정보를 활용하여 실험 상 

케이블의 위치를 추정함

트랜처 진수 전 갑판 점검

- PDU에서 전원 공급

- 갑판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모든 항목 점검

- 정상인 경우,  크레인을 활용하여 트랜처를 진수시킴

10m 수심에서 트랜처 점검

- 5차년도 연근해 시험의 경우, umbilical 윈치가 없는 관계로 트랜처 진수/회수시 추

가적인 기구 및 케이블을 활용함. 진수시 크레인에 고정된 인양케이블을 트랜처에 

설치하여 수면까지 내리고, 이 후 보조인원 2명이 보트를 이용하여 트랜처 상단으

로 이동하여 인양케이블을 해체함

- 트랜처를 진수하여 10m 수심에서 다시 주어진 체크리스트에 따른 플랫폼 및 전체 

시스템을 점검

- 정상인 경우, 작업 해저면으로 하강

- 이때 플랫폼 자체의 음성부력 및 수직 추진기를 풀로 가동함

케이블 그리핑 작업 수행

- 해저면에 도착하여 트랜처를 실험 상 케이블 위로 이동시킴. 이때 사전에 획득한 

맵정보 및 카메라, 소나 등 트랜처에 부착된 센서장비를 활용하여 실험 상 케이블 

위치를 파악함

- 매니퓰레이터를 가동 및 조작하여 트랜처 거치 에 위치한 케이블 그리퍼를 잡아 

실험 상 케이블의 적정 위치로 이동시킴. 이때 pilot은 트랜처에 부착된 고화질 카

메라 영상을 활용하여 매니퓰레이터 정 조작을 수행하며 동시에 그리퍼를 작동시

켜 실험 상 케이블을 그리핑함

케이블 커팅 작업 수행

- 케이블 그리퍼를 이용하여 실험 상 케이블을 그리핑한 후, 다시 매니퓰레이터를 

조작하여 트랜처 거치 에 위치한 케이블 커터를 잡아 케이블 그리퍼 근처의 적절

한 위치로 이동하여 케이블 커팅 작업을 수행함. 이때도 마찬가지로 pilot은 트랜처

에 부착된 고화질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매니퓰레이터 및 커터 정  조작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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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처 갑판위로 복귀

-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작업이 마무리 되면 트랜처는 갑판위로 복귀시킴

- 수면위로 복귀는 수직추진기를 모두 풀로 가동하여 최 의 상승 견인력을 확보함

- 수면위로 상승하면, 2명의 보조인원이 보트를 이용하여 트랜처 상단으로 이동하여 

크레인에 고정된 인양케이블을 트랜처 상단에 연결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랜처

를 갑판위로 복귀시킴

실험 상 케이블 회수

- 트랜처를 갑판위로 복귀한 후, 케이블 그리퍼에 연결된 회수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실험 상 케이블을 선박위로 회수함

- 이때 실험 상 케이블 핸들링에 필요한 케이블 가이드, 케이블 엔진, carrousel 등이 

필요할 수 있음

갑판에서 트랜처 점검 및 작업 종료

- 갑판위로 트랜처를 복귀 시킨후, 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점검하

고 기록함

- 모든 항목점검이 끝난 후 용역책임자는 작업 종료를 알려 주어진 미션을 종료함

파) 주요점검 항목 및 성능 지표

일반 작동 시험 점검 항목 및 성능 지표

구분 세부항목 목표성능 단위 점검결과

선상 모니터링

통신 상태 정상 -
전압, 유압 센서 정상 -
추진기 센서 정상 -
로봇팔 센서 정상 -
모션베이스 센서 정상 -
항법 센서 정상 -
TSS 센서 정상 -

기본 동작 테스트

카메라 PT 동작 정상 -
라이트 dimmer 동작 정상 -
HPU 파워 인가 4160 V
HPU 펌프 동작 210 bar
TSS 핸들러 동작 정상 -
로봇팔 동작 정상 -
그리핑 툴 동작 정상 -
커팅 툴 동작 정상 -
추진기 동작 정상 -

주행 동작 테스트
전후진 3 knots
측면이동 및 회전 정상 -

워터젯 동작 테스트
워터펌프 파워 인가 4160 V
모션베이스 동작 정상 -
워터젯 분사 986 m3/h ＠9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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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매설 시험 점검 항목 및 성능 지표

구분 세부항목 목표성능 단위 점검결과

케이블 매설

매설심도(매설속도 300m/h 기준) 3 m

매설속도(매설심도 1m기준) 2 km/h

수중항법 항법정밀도(운행거리 대비 기준) ≤1 %

수중작업 3D구현 맵 해상도(x,y,z 각 축별 기준) ≤10 mm

케이블 핸들링 시험 점검 항목 및 성능 지표

구분 세부항목 목표성능 단위 점검결과

케이블 그리핑

그리퍼 꺼내기(원격) 정상 -

그리퍼 케이블에 배치(원격) 정상 -

그리퍼 케이블에 배치(반자동보조) 정상 -

케이블 그리핑(그리핑 힘) 25 ton

케이블 커팅 커터 꺼내기(원격) 정상 -

커터 케이블에 배치(원격) 정상 -

커터 케이블에 배치(반자동보조) 정상 -

케이블 커팅(커팅 압력) 60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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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근해 시험을 위한 항만청 및 포항시 관련 담당부서와 업무협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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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 해역이용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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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구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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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서류제출 -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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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556

조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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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연근해 시험

① 개요

㉮ 시험장소 : 포항시 북구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36도 05‘06.14“N, 129도26’54.82”E

㉯ 작업수심 : 23~30m

㉰ 시험선박 : KMS호, 250T 크레인 바지선박

㉱ 시험기간 : 11/27~12/9일 (12일, 12/6일 기상악화로 시험 못함)

㉲ 실험목적 : 시스템 통합 및 연근해 시험을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

㉳ 실험내용

- 일반 작동시험

- 매설심도, 매설속도, 전진속도 성능검증

- 해저 케이블 포설 및 매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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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선박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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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플랫폼 기본동작시험

㉮ 테스트 시나리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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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케이블 매설성능(심도 및 속도) 검증실험

㉮ 테스트 시나리오 개요

 

㉯ 매설속도 테스트

- 일시 : 2017년 12월 9일 오전

- 실험결과 : 최  매설속도9)≈

㉰ 매설심도 테스트

- 일시 : 2017년 12월 9일 오전

- 실험결과 : 최  매설심도10) 약 1.95m

9) 연근해 시험장소의 해저 지층은 모래가 아닌 돌과 다른 단단한 이물질이 섞인 뻘층으로 모래의 경
우 매설속도가 더 높게 나올것으로 사료됨.

10) 연근해 시험장소의 해저 지층은 모래가 아닌 돌과 다른 단단한 이물질이 섞인 뻘층으로 모래의 경
우 매설심도가 더 깊게 나올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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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최  전진속도 시험

- 일시 : 2017년 12월 9일 오후

- 실험결과 : 수면에서 최  전진속도 약 2.59kno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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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저 케이블 포설 및 매설 시험

㉮ 해저에 직경이 13mm인 전력 케이블을 포설하고 URI-T를 투입하여 매설작업 수행

㉯ TSS350을 이용하여 케이블 추적하고 젯팅암을 이용하여 매설함

㉰ 반복 매설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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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험 일지: 2017.12.02. ~ 2017.12.09.

       ※ 기상악화로 인해 2017.12.10.부터의 일정은 포기하고 부두로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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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이슈사항 조치 결과

통신
통신부하 과다로 블루뷰소나, 

로봇팔 통신 성능 저하

기존 EtherCAT통신라인에서 
블루뷰소나, 로봇팔 각각 

전용통신선 분리
→ 조치 완료

TSS handler 구동부 잔류진동으로 인한 HW간 충돌 발생
HW stopper 장착 및 

진동파손 방지
→ 조치 완료

제팅암 제어
제팅암 구동 밸브 제어 보드의 보호회로 
미비로 인해 빈번한 동작/정지 스위칭 시 

제어보드 손상 및 제어 이상 발생.

보호회로 추가 및 제어보드 교체
→ 조치 완료

ROV 제어
Auto function 성능 개선 필요
(auto heading, auto depth)

연근해 시험 후 추가 수조실험을 
통한 튜닝 및 성능향상 완료.

→ 조치 완료 및 6차년도 
알고리즘적 개선 시도 

관제시스템(GUI)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GUI 개선
- 동시표현되는 정보량 과다
- 유사정보 표시방법이 상이
- 태블릿 터치 화면 명령창 효율화 필요

GUI 개선 방안 수립 및 검토
→ 6차년도 전반까지 개선 작업 

지속 진행 예정

[표 3-86] 연근해실험 시 발견된 이슈사항 및 조치결과

(타) 최대 매설심도 확인을 위한 육상실험

최  매설심도(최종목표 3m) 확인을 위한 육상 실험 수행

실험환경의 구축

- 매설 지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바닥에 모래층을 구성 

- 물 공급을 위해 55톤 규모 간이 수조 2기 설치 및 워터펌프와 연결 작업 함

[그림 3-618] 최대 매설심도 확인을 위한 육상실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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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9] 실험 현장_1

[그림 3-620] 실험 현장_2

① 실험 수행 및 결과

- 워터젯 분사하며 제팅암 하강 실험 수행

- 제팅암 최 각인 59도까지 하강 및 제팅암 각도 기반 계산시 3.02m까지 매설 가능

함 확인

- 준비된 물의 약 70% 사용하였으며, 3~4분 내 3m 매설 가능함.

매설심도 젯팅암 길이× sin 젯팅암 각도  플렛폼 스키드로부터 젯팅암 높이
 × sin 도  ≈ 

[그림 3-621] 실험 결과_1

 

[그림 3-622] 실험 결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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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3] 실험 결과_3

  

[그림 3-624] 실험 결과_4

6. 6차년도 주요 연구 결과

(1) 시스템 개선 및 수조 시험

(가) Head Keeping 성능 개선 등 시스템 개선 작업 진행

ROV 헤딩제어 성능 개선 전후 결과 비교

[그림 3-625] Heading keeping 제어기 성능 검증 결과(좌: 개선 전의 제어기, 우: 개선 후의 제어기)

(나) 작업 하중 시험(대양)

작업 하중 관련 정량적 성과 목표를 검증하기 위해 수조 시험을 진행함.

시험 결과 540Kg으로 정량적 성능 목표인 500Kg을 상회하여 만족하는 결과를 얻음.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작업하중 500 kg 540 kg 만족

[표 3-87] 작업하중 정량적 성능 목표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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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상세 내용

[그림 3-626] 작업하중 정량적 성과 목표 검증 결과 요약

(2) 2차 연근해 시험

(가) 정량적 목표에 대한 시험 결과

① 최  매설 속도

최  매설 속도가 정량적 목표인 2km/hr를 만족하는지 연근해 시험을 통해 검증함. 

워터젯 제팅암을 약 1m 전개한 상태로 매설을 진행하였으며, 이 상태로 로봇의 최

 전진속도를 확인함

시험결과 최  매설속도는 약 2.3km/hr로 정량적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음

- Global 좌표계로 출력되는 항법 정보를 취득하여, 전진속도로 환산함.

[그림 3-627] 최대 매설속도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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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  매설 심도

최  매설 심도가 정량적 목표인 3m를 만족하는지 연근해 시험을 통해 검증함

시험결과 최  매설심도는 약 3.01m였으며, 정량적 목표를 상회함. 이 결과는 제팅

암을 거의 최 까지 펼친 수준으로, 로봇의 설계 상 가능한 최  매설 심도임.

- 제팅암 deploy 59.7도 수준까지 진행했으며, 기구학적 관계를 이용해 이를 매설심도

로 환산함

 

[그림 3-628] 매설 깊이 시험 결과

③ 전진 속도

최  전진 속도가 정량적 목표인 3knots를 만족하는지 연근해 시험을 통해 검증함. 

주행시 안전을 고려하여 로봇을 약양성으로 부력 조절하였으며, 엄빌리컬 케이블이 

로봇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및 도르래를 이용하여 공중에 부양시킴. 

로봇이 주행을 시작하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엄빌리컬 케이블이 따라 움직일 수 있

도록 세팅한 후 시험 진행함

시험결과 최  전진 속도는 약 3.3knots로 정량적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음

- Global 좌표계로 출력되는 항법 정보를 취득하여, 전진속도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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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9] 최대 전진 속도 시험 결과

(나) 매설 작업성 시험 

해저에 직경이 13mm인 전력 케이블을 포설하고 URI-T를 투입하여 매설작업 수행함. 

탁도가 심한 환경으로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는 물체의 인식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이었음. 따라서,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USBL 센서, 케이블을 위치를 파악하

는 TSS350센서, 음파를 이용하여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 소나 등, 가

시광 기반이 아닌 센서에 의존하여 매설 시험을 수행함. 즉, USBL 센서를 이용하여 

해저케이블 근처까지 이동한 후 TSS350센서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탐지 및 추적함. 

이후, 젯팅암을 이용하여 매설함

반복 매설작업 수행하였으며, 탁도 이슈로 카메라 영상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매설에 성공함

[그림 3-630] 해저케이블 매설 시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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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저 케이블 유지보수 시험

해저에서 로봇팔을 이용하여 케이블 그리핑 장치 및 커팅 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케

이블을 그리핑하거나 커팅하는 등 해저 케이블 유지보수 시험을 진행함. 탁도로 인

해 시계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으며, 해저에서 탁도가 완화될 때까지 약 한 시간 

기 후 시험 진행함

케이블 그리핑의 경우, 해저 케이블을 그리핑 장치로 잘 잡을 수 있음을 확인함. 또

한, 선상에서 그리핑 장치를 인양하는 경우를 모사하여, ROV와 그리핑 장치 사이의 

유압라인이 자동으로 분리되지 여부도 시험하였으며, 이상 없이 동작함을 확인함.

케이블 커팅의 경우, 해저 케이블을 커팅 장치를 이용하여 커팅 위치에 가둘 수 있

는지 여부와, 커터를 이용하여 케이블 절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함. 

시험 결과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으며, URI-T에 장착된 매니퓰

레이터, 케이블 커팅 장치, 케이블 그리핑 장치를 이용하여 해저 케이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검증함

[그림 3-631]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작업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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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2] 케이블 그리핑 장치가 당겨졌을 때 자동으로 분리된 유압 라인

[그림 3-633] 케이블 커팅 장치를 이용하여 절단된 모사 해저 케이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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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해역 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

(가) 개요

① 실해역 시험 목적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과제에서 개발한 케이

블 매설용 수중로봇(명명: URI-T)의 최종 목표성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위함.

실해역 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작업 수심: 500m

- 최  매설 심도: 3m

- 최  매설 속도: 2km/hr (1m 깊이 매설 기준)

- 최  전진 속도: 3knots

또한, 실해역 시험을 통해 케이블유지보수 작업성(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을 확인하

고자 함.

그 외, 항법 및 해저작업 3D구현 등 자체적 기술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함.

② 시험 방법

각 시험마다 별도의 시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 시험 시나리오를 포함

함. 이 두 가지는 케이블 매설 시험 및 최  전진 속도 시험과 관련된 시나리오이

며, 그 개념도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3-634] 실해역 시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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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매설 시험은 두 의 선박이 동원됨. 해저에 시험용 케이블을 설치한 후, 

URI-T를 진수 및 해저면에 안착 시킴. 그리고 톤펄스를 이용하여 케이블 위치를 파

악 및 이동배치한 후에 워터젯을 이용하여 케이블 매설을 진행하는 시나리오임.

- 첫 번째 선박은 URI-T(케이블 매설로봇)을 진수 및 운용하기 위한 선박이며, ROV 

운용에 필요한 전원 및 진회수 장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시험용 케이블을 설

치 가능해야 함. 

- 두 번째 선박은 해저면에 설치된 실험용 케이블에 케이블감지용 신호(톤펄스)를 공

급하며, URI-T는 이 톤 신호를 이용하여 케이블의 위치를 감지하게 됨. 

최  전진 속도 시험은 URI-T가 수중에 유영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엄빌리컬 케이블을 이용하여 바닥에서 일정높이까지 들어 올림. 이후, URI-T의 최  

추력을 이용하여 전진속도 시험을 수행하는 시나리오임.

③ 시험 준비 사항

URI-T 및 관련 시스템: 시험 상이 URI-T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부  장비로 선

박에 설치되어야 함.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선상 운영 밴 20ft 표준컨테이너 1 EA 용접필요

HPU 전원 밴 20ft, 높이가 표준컨테이너보다 높음 1 EA 용접필요

워터펌프 전원 밴 20ft, 높이가 표준컨테이너보다 높음 1 EA 용접필요

스페어보관 밴 20ft 표준 컨테이너 1 EA 용접필요

사무용 밴 20ft 표준 컨테이너, 사업단/3핵심 장비 사용 2 EA 용접필요

트렌처 본체 5.5(L)x4.0(W)x3.5(H)m, 약 21톤 1 EA
고정 lug 

확보필요

USBL 및 폴대 1핵심/사업단 장비 사용 1 EA 용접필요

엄빌리컬윈치 사업단 장비 사용 1 SET

[표 3-88] 선박에 탑재되는 URI-T 장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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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운용 및 케이블 설치를 위한 선박: KT서브마린의 세계로호를 이용하였으며 선

박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음

[표 3-89] 세계로호(URI-T 운영 선박) 사양

해저케이블 톤펄스 공급을 위한 선박: KT서브마린의 미래로호를 이용하였으며, 선박

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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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0] 미래로호(해저 케이블에 톤신호 공급) 사양

시험용 해저케이블: 케이블 매설 시험을 위해 약 2km 포설

④ 시험 진행 일정

계획된 시험 일정 및 실제 수행된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3-91] 실해역시험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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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T의 최종 목표성능 검증 시험을 완수함

- 정량적 최종목표 검증 완료: 작업 수심, 최  매설 속도, 최  매설 깊이, 최  전

진 속도.

- 케이블 유지보수 작업(케이블 그리핑/커팅) 작업성 검증 완료

- 그 외 항법, 해저작업 3D 구현 등 자체 기술 시험 완료

기상 이슈로 시험일을 계획 비 단축 진행함: 10일 → 6일

- 10/26-29 기간 동안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계획을 수정함

(나) 케이블 매설 작업 시나리오

① 매설 케이블 사전 포설

- 포설선박(바지선 또는 기타 전용선박)을 이용하여 사전에 선정된 작업현장에 매설 

케이블을 포설함

- 케이블 한 끝단에는 무게추 및 SMB를 연결할 밧줄을 고정하여 적정 위치에 투하

함. SMB는 또한 케이블 회수용으로도 활용할 예정임

- 케이블 다른 끝단은 포설선박에 설치된 매설 케이블 핸들링 장비, 즉 케이블 가이

드, 케이블 엔진, 및 carrousel을 거쳐 TSS 350의 운용을 위한 Tone Generator에 연결함

② 지원선박 이동

- 지원선박을 사전에 포설된 매설 케이블 상단으로 이동함

- 이때 SMB 및 포설선박의 위치를 육안으로 관측하여 포설 케이블의 위치를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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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트랜처 진수 전 갑판 점검

- PDU에서 전원 공급

- 갑판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모든 항목 점검

- 정상인 경우,  LARS를 활용하여 트랜처를 진수시킴

④ 10m 수심에서 트랜처 점검

- 트랜처를 진수하여 10m 수심에서 다시 주어진 체크리스트에 따른 플랫폼 및 전체 

시스템을 점검

- 정상인 경우, 작업 해저면으로 하강

- 이때 플랫폼 자체의 음성부력 및 수직 추진기를 가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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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설작업 수행

- 해저면에 도착하여 트랜처를 포설 케이블 위로 이동시켜 워터젯 좌우 젯팅암이 케

이블 양단에 위치하도록 트랜처를 위치시킴. 이때 사전에 획득한 맵정보 및 TSS, 

카메라, 소나 등 트랜처에 부착된 센서장비를 활용하여 사전에 포설된 매설 케이블 

위치를 파악함

- 워터펌프를 가동한 다음, 젯팅암을 필요한 각도만큼 deploy하고, 플랫폼을 전진시켜 

trenching을 수행함

- 필요할 경우, 트랜처를 전후진하면서 반복 trenching을 수행함

- 사전에 정해진 위치까지 매설한 후에 워터펌프 가동을 멈추고, 젯팅암을 원위치(수

평위치)로 복귀시킴

⑥ 매설작업 점점

- 트랜처 플랫폼을 180도 돌려서 매설했던 반 방향으로 위치하고 TSS 440의 경우, 

부착 프레임을 수평위치로 deploy하여 매설 반 방향으로 트랜처를 이동시킴

- 이때 TSS를 이용하여 케이블의 매설심도를 측정하며 측정된 값은 트랜처 플랫폼의 

위치정보와 함께 기록됨

- 매설 초기위치까지 이동하여 전체적으로 케이블 매설상황을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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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케이블 재매설작업

- 6)에서 점검한 매설상황에 근거하여 필요할 경우 재매설 작업을 수행함. 이때 작업

시나리오는 5)의 매설작업 시나리오와 동일함

⑧ 복귀

- 5)~7)의 작업을 반복하여 매설 요구사양이 만족될 경우 트랜처를 복귀시킴

- 수면위로 복귀는 umbilical 윈치를 활용하며 이때 4 의 수직추진기를 풀로 가동하

여 최 의 상승 견인력을 확보함

- 수면위로 상승하면, 지원선박의 LARS를 이용하여 갑판위로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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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갑판에서 트랜처 점검 및 작업 종료

- 갑판위로 트랜처를 복귀 시킨후, 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점검하

고 기록함

- 모든 항목점검이 끝난 후 용역책임자는 매설작업 종료를 선포하고 주어진 미션을 

종료함

(다) 케이블 핸들링 시험(그리핑/커팅) 시나리오: 실해역시험

500m 실해역시험에서의 케이블핸들링 시험은 아래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함.

요약하면, 해저면에 사전 설치된 케이블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URI-T 수중로봇의 

TSS handler를 이용하여 실험용 케이블을 설치하여 실험하는 방법임. 이를 통해 그

리핑 및 커팅의 기능 점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함.

해저에 사전 설치한 케이블은 실험 완료 후 회수해야 하며, 만일 이 케이블을 커팅

할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① 시험 케이블 포설

- URI-T 로봇을 이용하여 시험용 케이블을 포설함. 즉, TSS handler에 시험용 케이블

을 장착하고, TSS handler를 세운 상태(기본 자세)에서 진수 진행함. 이 때, 시험용

케이블은 약 2m 정도의 길이로, 진수시 고박 이슈가 없으면서도 케이블 핸들링 시

험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길이로 함.

- URI-T를 해저면에 내린 후, TSS handler를 펼쳐서(시험 자세) 시험용 케이블을 해저

면에 설치함.

- 아래 사진은 TSS handler를 세운상태로, 시험용 케이블이 장착된 형태를 보여주며, 

TSS handler를 펼치면 시험용케이블을 자연스럽게 지면에 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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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트랜처 진수 전 갑판 점검

- PDU에서 전원 공급

- 갑판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모든 항목 점검

- 정상인 경우,  LARS를 활용하여 트랜처를 진수시킴

③ 10m 수심에서 트랜처 점검

- 트랜처를 진수하여 10m 수심에서 다시 주어진 체크리스트에 따른 플랫폼 및 전체 

시스템을 점검

- 정상인 경우, 작업 해저면으로 하강

④ 해저면 안착 후 시험용 케이블 설치

- 트렌처가 해저면에 안착한 후 체크리스트에 따른 플랫폼 및 전체 시스템을 점검

- 정상인 경우, TSS handler를 펼쳐서 시험용 케이블을 해저면에 설치함

⑤ 케이블 그리핑 작업 수행

- 매니퓰레이터를 가동 및 조작하여 트랜처 거치 에 위치한 케이블 그리퍼를 잡아 

실험 상 케이블의 적정 위치로 이동시킴. 이때 pilot은 트랜처에 부착된 고화질 카

메라 영상을 활용하여 매니퓰레이터 정 조작을 수행하며 동시에 그리퍼를 작동시

켜 실험 상 케이블을 그리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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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케이블 커팅 작업 수행

- 케이블 그리퍼를 이용하여 실험 상 케이블을 그리핑한 후, 다시 매니퓰레이터를 

조작하여 트랜처 거치 에 위치한 케이블 커터를 잡아 케이블 그리퍼 근처의 적절

한 위치로 이동하여 케이블 커팅 작업을 수행함. 이때도 마찬가지로 pilot은 트랜처

에 부착된 고화질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매니퓰레이터 및 커터 정  조작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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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트랜처 갑판위로 복귀

-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작업이 마무리 되면 트랜처는 갑판위로 복귀시킴

- 수면위로 복귀는 수직추진기를 모두 풀로 가동하여 최 의 상승 견인력을 확보함

- 수면위로 상승하면, LARS를 활용하여 트랜처를 갑판위로 회수

⑧ 실험 상 케이블 회수

- 트렌처에 장착된 시험용 케이블을 회수하고 커팅 상태 등을 확인함.

⑨ 갑판에서 트랜처 점검 및 작업 종료

- 갑판 위로 회수된 트렌처에 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점검하

고 기록함

- 모든 항목점검이 끝난 후 용역책임자는 작업 종료를 알려 주어진 미션을 종료함

(라) 실해역 시험 결과 요약

① 수심 500m에서 작업 성능 정량적 목표의 실험적 검증 완수함

[표 3-92] 최종 목표성능의 정량적 목표 및 실해역 시험 결과

② 해저케이블 매설 작업성을 검증함

작업수심 500m 수준의 해저면에서, 전체 약 20시간 동안 시험을 수행했으며 작업성

을 검증함.

3m 깊이 매설작업을 100m 이상 진행했으며, 1m 깊이 매설 작업 역시 100m 이상 수

행하여 매설 작업성을 검증함.

케이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작업 시험 수행을 통해 작업성

을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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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해역 시험 상세 결과

① 작업수심: 1단계 정량적 목표 500m

㉮ 시험 방법

계획된 실해역 시험의 모든 내용을 수심 500m 급의 해저면에서 진행함. 이상의 시

험은 케이블 매설 시험 및 시험 결과 검증, 최  전진속도 시험, 케이블 유지보수(케

이블 그리핑/커팅) 시험 등을 포함함.

㉯ 시험 일정

2018년 10월 22일 - 26일

㉰ 시험 결과 요약

작업수심 500m 수준의 해저면에서 약 20시간 시험 진행

측정된 최  작업수심은 509.4m임.

㉱ 실험 결과 상세 내용

수심 500m 급 해저면에서 약 20 시간동안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작

업수심에 한 정량적 목표를 검증함.

시험시 측정된 최  수심은 509.4m이며, 최 매설심도 시험 진행시 기록됨

[그림 3-635] 최대매설심도 시험시 측정된 작업 수심

그 외 다양한 시험들이 수심 500m 구간의 해저면에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험 

내용 및 작업 수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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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6] 해저 시험별 작업 수심

② 최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3m

㉮ 시험 방법

시험 진행 일정

- 최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2018년 10월 23일

- 3m 매설 작업성 시험: 2018년 10월 25일

- 3m 매설 결과 서베이: 2018년 10월 26일

시험 방법

- 최  3m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워터젯시스템을 3m 깊이로 매설작업을 

하면서 5m 이상 거리 이동

- 3m 매설 작업성 시험: 약 100m 구간에 해 3m 깊이 매설 시험 진행함. 필요시 반

복 트렌칭을 통해 최종 3m 깊이까지 트렌칭함. 본 실험에서는 3회의 트렌칭을 통

해 목표 깊이까지 트렌칭했으며, 1회에서는 약 1.2m 깊이, 2회에서는 약 2.2m, 3회

에서 최종 깊이인 3m까지 매설함.

㉯ 최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요약

매설심도 3.03m로 약 7미터 거리를 성공적으로 트렌칭함.

㉰ 최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상세 내용

수심 약 509m 구간에서 진행하였으며, 트렌칭이 되지 않은 지면에 해 제팅암을 

최 로 deploy시킨 상태(매설심도 3.03m)에서 트렌칭을 진행하면서 약 7m 이동함. 

그 결과, 최  매설 심도 관련 정량적 목표를 만족하는 결과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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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최 매설심도 시험 시 GUI를 통해 확인한 URI-T의 상태정보이며, 제팅

암이 3.03m deploy된 상태에서 워터젯 분사압 60% 수준으로 매설작업을 진행 중임

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아래 두 번째 그림에서 매설 시 진행거리가 약 7m(RNG: 0.007km)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637] 최대 매설 심도 시험 - 제팅암 펼침 수준 및 워터펌프 모니터링 모습

[그림 3-638] 최대 매설 심도 시험 - 선박에서 URI-T의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모습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621

아래 그림은 최  매설심도 정량적 목표 평가 수행시 작업모습을 나타낸 그림임. 아

래 그림의 좌측 상단에서 전방카메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서 후

방카메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후방카메라의 경우, 워터젯 분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에 의해 시야가 매우 제한되며 작업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그림 3-639] 최대 매설 심도 시험 - 작업 모습

㉱ 3m 매설 작업성 시험 결과

수심 499m-495m의 해저면에서, 약 100m 거리 구간에 해 3회의 트렌칭을 통해 3m 

깊이로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3m 매설 작업성 시험을 수행함. 1회 약 1.2m 

깊이, 2회 약 2.2m, 3회 3.03m로 총 3회의 트렌칭을 통해 매설 깊이 3.03m를 확보하

였으며, 매설 거리는 약 100m 구간을 진행함.

아래 그림은 3m 깊이 매설 결과를 서베이하는 모습을 나타냄. 아래 그림의 위쪽 좌

우화면에서 3m 깊이 매설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 트렌칭을 통해 깊은 골

짜기가 일정한 폭으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640] 3m 매설 작업성 시험 결과 서베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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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위 매설결과 화면 중 TSS 350센서(케이블 위치 감지 센서)의 결과화면

을 따로 도시한 그림임. 아래 그림으로부터, 해저케이블이 해저면에서 약 2.4m 깊이

로 매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641] 3m 매설 작업성 시험결과 - 해저케이블 매설 수준 모니터링

③ 최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2km/hr

㉮ 시험 방법

시험 진행 일정

- 최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평가 시험: 2018년 10월 24일

- 1m 매설 작업성 시험: 2018년 10월 24일

- 매설 결과 서베이: 2018년 10월 25일

시험 방법

- 최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평가 시험: 매설 깊이 1m 수준에서 최  속도로 매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30m 이상 이동거리에 해 평균 매설 속도를 측정함

- 1m 매설 작업성 시험: 약 100m 구간에 해 1m 깊이 매설 시험 진행함. 1회의 트

렌칭을 통해 1m 깊이까지 매설함.

㉯ 최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요약

매설 깊이 1m 이상으로 트렌칭하면서 34.25m의 거리를 2.24km/hr의 속도로 매설 성

공함.

㉰ 최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상세 내용

수심 약 502m-499m 해저면에서 최 매설속도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매설깊이 1m로 

트렌칭하면서 34.25m의 거리를 2.24km의 속도로 매설 진행한 결과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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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매설 속도 시험 시 ROV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순간 최  매설 

속도가 3.1km/hr로 기록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642]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작업 속도 모니터링 화면

아래 그림은 위 결과와의 동일 시간 에 워터젯 분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

으로, 제팅암이 1m 이상 깊이로 배치되어 있으며(port측 1.01m, starboard측 1.06m) 워

터젯 분사 출력 100%로 매설 작업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643]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제팅암 펼침 수준 및 워터펌프 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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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선박에서 관측 및 로깅된 URI-T의 속도 프로파일을 나타냄. 초반에 약 

100m 구간에 해서 1m 깊이 매설 작업성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회에 걸쳐 

최  매설속도 시험을 진행한 결과임.

[그림 3-644]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선박에서 로깅된 작업 속도 데이터

최  매설속도 시험 두 번째 결과를 좀 더 확 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으며, 표시

된 구간에서 약 34.25m의 거리를 2.24km/hr의 평균속도로 매설작업을 진행했음을 확

인할 수 있음.

[그림 3-645]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최대 속도 구간 속도 그래프

아래 그림은 매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베이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임. 1m 깊이 

트렌칭의 결과로 고랑이 일정하게 생성된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TSS 350(케이블 위치 감지 센서)으로 확인한 결과 케이블이 약 0.8m 수준으로 매설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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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6]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매설 결과 서베이 

[그림 3-647]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해저 케이블 매설 수준 확인

㉱ 1m 매설 작업성 시험 결과

수심 504m-502m의 해저면에서, 약 100m 거리 구간에 해 1m 깊이로 매설하는 작

업을 수행함으로써 매설 작업성 시험을 수행함. 아래 그림은 매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베이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임. 1m 깊이 트렌칭의 결과로 고랑이 일정하게 생

성된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TSS 350(케이블 위치 감지 센서)으로 

확인한 결과 케이블이 약 0.8m 수준으로 매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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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8] 1m 깊이 매설 작업성 시험 - 매설 결과 서베이

[그림 3-649] 1m 깊이 매설 작업성 시험 - 해저 케이블 매설 수준 확인

④ 최  전진 속도: 정량적 목표 3knots

㉮ 시험 방법

시험 진행 일정: 2018년 10월 23일

시험 방법: URI-T를 해저면에서 약 16m 부양시킨 상황에서 최  추진력을 이용하여 

전진시키면서 30m 이상 구간에 해 평균속도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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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전진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요약

31.5m의 거리를 평균 3.12knots의 속도로 전진 성공함.

㉰ 최  전진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상세 내용

수심 약 504m 해저에서 엄빌리컬을 이용하여 URI-T를 지면에서 약 16m 수준으로 

부양시킴. 이후 최  속도 시험을 수행한 결과, 31.5m의 거리를 평균 3.12knots의 속

도로 전진하는 시험 결과를 얻음.

아래 그림은 최  전진 속도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순간 최  속도가 6.1km/hr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위를 환산하면 3.29knots임.

[그림 3-650] 최대 전진 속도 시험 - 항법센서를 통한 속도 모니터링

[그림 3-651] 최대 전진 속도 시험 - 카메라 영상 및 선박에서 모니터링한 ROV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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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선박에서 로깅된 URI-T의 속도정보를 도시한 그림임. 아래 그림의 표시

된 영역에서 31.5m의 거리를 평균 3.12knots(5.78km/hr)의 속도로 전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652] 최대 전진 속도 시험 - 선박에서 로깅된 ROV 속도 그래프

⑤ 케이블 유지보수(케이블 커팅/그리핑) 작업성 확인 시험

㉮ 시험 방법

시험 진행 일정: 2018년 10월 24일

시험 방법: URI-T에 시험용 커팅케이블을 장착한 상태로 해저면에 안착시킴. 이후, 

유압로봇팔과 그리핑툴, 커팅툴을 이용하여,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시험을 진행함

㉯ 케이블 유지보수 작업성 확인 시험 결과 요약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함.

㉰ 케이블 유지보수 작업성 확인 시험 결과 상세 내용

수심 약 507m 해저에서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 

아래 그림은 시험 진행 내용을 촬영한 영상의 스틸컷임.

[그림 3-653] 해저 케이블 유지보수(그리핑/커팅)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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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URI-T 회수 후 케이블 커팅 상태로 확인한 결과이며, 케이블 단면이 매

끄럽게 절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654] 커팅된 해저 케이블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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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해역 시험 작업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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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시스템 개발 내용 요약

(1) ROV 플랫폼 개발

(가) 주 프레임

① 프레임 설계

[그림 3-655] 프레임 설계

상부, 중앙, 하부 프레임으로 분류

부착 장비에 따른 적절한 프레임 형상 및 두께 적용

② 프레임 구조해석

㉮ 진수/인양시 해석결과

A6061P-T6 항복강도 : 245Mpa

프레임 안전율 : 3.1

목표 3이상의 안전율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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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6] 진수/인양시 프레임 해석결과

㉯ 보관시 해석결과

A6061P-T6 항복강도 : 245Mpa

프레임 안전율 : 3.7

목표 3이상의 안전율 만족

[그림 3-657] 보관시 프레임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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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레임 제작

[그림 3-658] 프레임 제작공정

알루미늄 용접 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그 적용

용접 품질 개선을 위한 자동용접기(MIG) 사용

주요부품 체결부는 검사지그를 제작하여 치수검사 수행

④ 프레임 제작검사

순번 항목 규격 검증 방법 판정

1 소재검사 KS D 6701 공인기관 성적서 ① 합격

2 용접검사 KS B 0816 자체 성적서② 합격

3 치수검사 KS B ISO 2768 자체 성적서③ 합격

4 열처리 160도 18시간 외부기관 성적서④ 합격

5 표면처리 KS W 1138 외부기관 성적서⑤ 합격

[표 3-93] 프레임 제작검사 항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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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9] 프레임 제작검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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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력재

① 부력재 설계

㉮ 부력재모듈 설계사양

[그림 3-660] 부력재 모듈 크기

(5.5m × 4.1m × 1.3m)

     

[그림 3-661] 부력재 모듈 형상

[표 3-94] 부력재모듈 설계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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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 고정마운트 설계

[그림 3-662] 추진기 고정마운트 설계

㉰ 부력재 도값 추정

도값 추정치를 WORST, NORMAL, BEST CASE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

추가 장비가 부착될 경우를 가정하여 WORST CASE로 도값 적용

[그림 3-663] 부력재 밀도값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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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력재 제작

㉮ 부력재모듈 제작공정

[그림 3-664] 부력재모듈 제작공정

㉯ 부력재모듈 검증방법

[그림 3-665] 부력재모듈 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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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항목 검증 방법 판정

1 소재검사 자체 성적서 ① 합격

2 접합검사 자체 성적서 ② 합격

3 가공검사 자체 성적서 ③ 합격

4 코팅검사 자체 성적서 ④ 합격

5 도장검사 자체 성적서 ⑤ 합격

[표 3-95] 부력재모듈 제작검사 항목 및 결과

(다) 스키드 및 케이블감지장치

해저면 토양의 강도를 고려한 설계

스키드 바닥면 마모시 교체를 위한 아세탈 수지 적용

[그림 3-666] 스키드 기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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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7] 케이블감지장치 형상 및 부착 위치

[그림 3-668] 케이블감지장치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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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량 및 밸러스트

구 분 설계치 실측치 비 고

공

기

중

중

량

총 중량 약 20.8 톤 약 20.7 톤 -

1) 부력재 7.2 톤 7.1 톤 코팅무게차

2) 워터젯 4.6 톤 4.4 톤 브라켓류 재질변경

3) 프레임 2.5 톤 2.6 톤 용접량 증가

4) HPU 1.5 톤 1.5 톤 -

5) 내압용기 4종 0.3 톤 0.3 톤 -

6) 기 타 4.7 톤 4.8 톤
케이블 중량
볼트류 중량

수 중 중 량 500 kg 약 170 kg (음성부력) 0~500 kg 음성부력

[표 3-96] 플랫폼 공기/수중 중량

[그림 3-669] 플랫폼 수중중량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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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0] 플랫폼 무게 및 부력중심

무게중심은 중앙에서 0.2m 상부에 위치됨

(마) 장비 배치

[그림 3-671] 플랫폼 장비배치(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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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2] 플랫폼 장비배치(후면)

(바) 내압용기 및 정션박스

항법용 내압용기

[그림 3-673] Nav. Can 최적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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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부 내압용기 1,2 및 전원부 내압용기

[그림 3-674] Instrument1 Can, Instrument2 Can, Power Can 최적화 설계

항법 및 장비용 전기/전자 시스템 제작

[그림 3-675] Nav. Can 내부 및 장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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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6] Ins.1 Can 내부

(사) 센서 및 카메라, 라이트 배치

정면 배치도

[그림 3-677] 정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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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내부 배치도

[그림 3-678] 후면 배치도

(아) 전장부

시스템 계통도

[그림 3-679] 시스템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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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계통도

[그림 3-680] 통신 계통도

내압용기 결선

[그림 3-681] 내압용기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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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션 정션박스

[그림 3-682] 터미네이션 정션박스

수중케이블 포설

[그림 3-683] 수중케이블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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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 유압공급장치 개발

(가) 수중 유압공급장치 기본 설계 및 개발

①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KT서브마린에서 보유중인 T800을 비롯한 해저장비들에 해 관찰하고 분석함으로

써, 수중 유압장치에 한 기본 지식 및 자료 습득

관련 논문, 제품, 유압회로 자료들을 확보하여, 폐회로 유압공급장치에 한 개념을 

정립하고, 과제 진행  및 일정 계획 수립

② 개별 유압시스템 요소부품 사양 도출

현재 상용화된 해저장비들에서 사용중인 유압모터와 펌프를 분석하여, 최적의 방식 선정

모터, 펌프, 탱크, 밸브, 압력조정기, 보상기(compensator), 밸브팩 등의 유압 요소부품 

사양 도출

고압과 수중환경을 고려하여, 해수에 한 내부식성과 고강도/고인성 특성을 가진 

비철금속계열의 부품별 재질 선정

배관, 튜브, 호스, 센서, 스위치 등과 같은 구매 요소부품들에 해서는 메이커별로 

특징을 분석하여 최적의 맞춤 선정

③ 수중 유압공급장치 기본 설계

국내 관련 모터 및 펌프 전문업체를 섭외하고 기술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 사양과 

용량에 적합한 모터와 펌프 구조 설계

통합 시스템과의 연동시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저소음, 경량화, 소형화, 모듈화한 구

조설계

1차년도 기본 설계된 수중 유압공급장치에 한 3D 모델링 완성

[그림 3-684] 수중 유압공급장치 3D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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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중 유압공급장치 부품 및 장치 설계

유압 펌프, 모터, 리저버 일체형 파워팩 구조 설계

압력보상기, 유압필터, 밸브팩, HPU 조립 설계

[그림 3-685] 수중 유압공급장치 부품 및 장치 설계

⑤ 소용량 시험품용 부품 설계 및 개발

시험평가시험장치 제작

[그림 3-686] 유압공급 시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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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특성 평가(자체시험)

[그림 3-687] 내압특성 평가 결과_1

[그림 3-688] 내압특성 평가 결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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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세설계 및 최종 BOM 도출

순번 품명 재질 사양 수량 비고

1 Main pump Cast steel
255kW, max. 350bar, 390LPM
K3VG280 [Kawasaki]

1set 구매

2 Electric motor SUS316
260kW, 1,800rpm 
ROV18-4 [SME]

1set 구매

3 Reservoir SUS316 120Liter 1ea 제작

4 Compensator 1 AL6061-T6 3Liter, 0.62bar, diaphragm 1ea 제작

5 Compensator 2 AL6061-T6 6Liter, 1.2bar, diaphragm 2ea 제작

6 Filter 1 AL6061-T6
1 1/4", 10micron(WPF4-10QE)
pressure line 1st

1ea 제작

7 Filter 2 AL6061-T6
1 1/4", 5micron(WPF4-05QE)
pressure line 2nd

1ea 제작

8 Filter 3 AL6061-T6
1 1/4", 5micron(80CN-05QE)
return line, bypass

1ea 제작

9 Filter 4 AL6061-T6
1/2", 5micron(WPF4-10QE)
insulating oi line

1ea 제작

10 Valve Pack 1 AL6061-T6 8-stations 3ea 제작

11 Valve Pack 2 AL6061-T6 6-stations 3ea 제작

12 Radiator STS316 shell & tube type 1set 제작

13 Circulation pump Cast AL 60LPM, 210bar, AZPFF [Bosch] 1ea 구매

[표 3-97] 상세설계 및 죄종 BOM 도출

⑦ 수중 유압공급장치 1차 시작품 상세설계

센서 선정

제어밸브 선정: NG4-mini 사이즈 밸브의 유량과 압력 사양은 20~40LPM, max. 

350bar

유압회로 P&ID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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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9] 유압회로 P&ID

리저버 설계

압력보상기 설계

- 압력보상기 용량: 5리터 / 압력보상기 예압: 0.25bar(empty), 0.5bar(full)

유압필터 설계

멀티펑션 밸브팩 설계

HPU 조립 및 플랫폼 배치 설계

주요 부품 BOM 리스트 및 중량 산출

⑧ 수중 유압공급장치 시작품 부품 개발

리저버 제작, 압력보상기/유압필터/유적식 밸브팩 개발

⑨ 성능 시험평가

유압필터 내압시험

- 시험압력 340bar에서 5분간 유지하였으며, 누수 및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음.

압력보상기 동작시험

- 시험 결과, 피스톤의 움직임, 다이아프램의 팽창과 수축, 스프링의 변형상태가 원활

하였으며, 누유 및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음.

무부하 펌프 구동 및 사판제어 시험

- 컨트롤에서 조정함에 따라 펌프 사판이 제어되어 유량이 증가하고, 소음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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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통합 플랫폼 연동 조립 및 시운전

구축된 통합 ROV 플랫폼의 정해진 프레임상에 테스트용 수중 HPU를 조립하였음.

TSS 케이블 검지장치의 유압실린더와 1개의 스러스터에 플렉시블한 유압호스를 연

결하였으며, 임 한 발전기로 3상 380V 전원을 모터에 공급하였음.

[그림 3-690] HPU 모터 펌프 & 리저버와 펌프 suction

[그림 3-691] 스러스터, 밸프팩, 운전 컨트롤 전원 연결

현재 테스트용으로 사용된 전기모터는 55kW 이고 실제 HPU 시제품에 장착될 수중

모터는 250kW 이므로, 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유량값과 유압값으로부터 소요동력을 

산출하였음.

예상 소요동력이 163kW로 3차년도 소요동력 항목에 한 정량적 목표 150kW 이상

을 달성하였음.

TSS 케이블 검지장치를 동작시키는 유압실린더에 운전압력 210bar 이상을 가하여 

양호한 상태로 장치를 상승, 하강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3차년도 운전압력 항목에 한 정량적 목표 210bar 이상을 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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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수중 유압공급장치 2차 시작품 상세설계

전체 유압회로 P&ID 수정 및 보완

<Specification>
- Working Pressure : 210bar
- Flow rate: 504LPM
- Power: 250kW
- Electrical data: 3PH-4,160V

CV, 1 12"
0.5psi(C.P)

Line Filter

1 12", 10micron

Electric Motor
3PH, 4,160V, 250kW

Variable Piston pump
A15VSO280

350bar, 504LPM

External
Hydraulic
Supply

BV(25A)

Plug,1"
hex head

40A

Reservoir

(40Liter)

RV
15psi

32A

RV
1"
250bar80A

Drain

Compensator

(29Liter)

Compensator
2.5Liter

Supply
Manifold

R
e
tu
rn
 M

a
n
if
o
ld
 2

Return Manifold 1

50A
32A

R
e
tu
rn
 M

a
n
if
o
ld
 2

40A

40A

40A

By-pass valve
3bar

Return Filter
2", 10micron

25A

Block Valve

HPU Hydraulic Circuit

Drain valve
15A

Water
Detector

Temp.
Transmitter

40A

40A

Suction filter
100micron

Temp.
gauge

(reservoir)

0~100°C

Pressure
gauge

(reservoir)

0 ~ 3bar

Pressure
gauge

(discharge)

0 ~ 500bar

SUS tube(?6)

S
U
S
 t
u
b
e
(?

6
)

[그림 3-692] 유압회로 P&ID 2차 설계

압력보상기 일체형 리저버 설계

유압필터 수정설계     

듀얼형 압력보상기 설계

멀티펑션 밸브팩 내부 밸브 배치 및 구성 수정 설계

압력보상라인 설계

전체 유압공급라인 설계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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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3] 프레임&유압공급라인 배치 

[그림 3-694] 유압공급라인 3D 설계

⑫ 수중 유압공급장치 2차 시작품 제작

압력보상기 일체형 리저버 

듀얼형 압력보상기(9리터)

유압필터(40A) 및 석션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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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폴드와 밸브팩

BOM 리스트와 중량

[그림 3-695] BOM 리스트와 중량

⑬ 통합 플랫폼 연동 조립

통합 플랫폼상에 HPU 모터와 펌프, 리저버, 압력보상기, 유압필터, 밸브팩 부품들을 

먼저 프레임상의 지정 위치에 안착 고정시킨 후, 연결 부품들간의 거리와 각도를 고

려하여 유압호스, 배관, SUS튜브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음.

  

⑭ 유압공급장치 설계 및 제작

차지유닛(charge unit) 설계 및 제작

[그림 3-696] 차지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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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유압공급장치 시제품 조립

[그림 3-697] 유압공급장치 시제품

⑯ 시제품 수정 및 보완

SUS316 재질 유압라인 교체 작업

유압 부품 정비 및 수정 교체

압력보상기 3종 설계, 제작, ROV 조립

- 0.5리터(스러스터 밸브팩), 1.0리터(멀티펑션 밸브팩), 2.5리터(워터젯 모터)

멀티펑션 제어보드 시험용 고압용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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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압(300bar) 환경에서의 개발 적용 제어보드에 한 내구성 확인

배관 오일 플러싱

- 전용 플러싱 장비 사용(1회 플러싱 3일 소요)

- 오일 등급 NAS 6등급 이하 유지

⑰ 연근해 및 실해역 시험

유압부, 유적팩부 오일 누유 및 손상 없음.

유압부 개별 압력보상기 오일 충진상태 양호, 누유 및 해수 혼입 없음.

리저버측 압력보상기 500m 수심에서 레벨 오일 수축량 20% 이내로 양호

(3) 워터젯 기술 개발

(가) 워터젯 기술 상세 사양 설계

① 워터젯 목표사양 선정

매설목표사양에서 100kPa에서 매설속도는 300m/h이므로 노즐을 지반의 충격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해저면과의 수직 거리는 약 0.15m가 필요함

이 때 안전율을 2.0으로 반영하여 노즐이 100kPa의 압력을 유지하며 분사되는데 필

요한 최소거리는 0.3m가 필요함

매설지반 허용응력 100kPa

매설속도
300m/h

0.084m/s

매설속도에 따른 

노즐분사거리
0.15m@100kPa

S.F(안전율) 2

노즐분사거리 0.3m@100kPa

[표 3-98] Jetting 능력의 목표사양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683

② 워터펌프 목표사양 선정

구분 출력 유량 압력

Low pressure

water pump
250HP

840m3/h

(최대 930m3/h)

7Bar

(최대 8Bar)

[표 3-99] 워터펌프 목표사양

펌프의 최적 유량을 고려한 jetting arm의 CFD 해석

유동스트림(유속표시) 노즐외부압력

[그림 3-698] Jetting arm CFD해석결과

구분 Jetting 노즐
Backwash 노즐

No.1 No.2 No.3

유속(m/s) 48.6 29.5 29.5 36.2

압력(kPa)
1,257 

(약 13Bar)
560.0

 (약 5.6Bar)
560.0 

(약 5.6Bar)
900.0 

(약 9.0Bar)

유량(m3/h) 35.0 40.9 41.0 338.0

비고
- Jetting 노즐은 직경이 동일하므로 해석결과의 평균값을 표시
- 노즐외부 압력의 전달거리는 약 0.05m

[표 3-100]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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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노즐 외부 압력의 전달거리가 설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므로 노즐의 사

양 변경을 통해 설계 목표치만큼 필요한 유량과 노즐의 적정 개수 및 직경 등에 

한 추가 분석이 필요

③ Jetting arm의 성능 분석

기존 사용중인 ROV T-800모델의 Jetting 성능 분석을 위해 CFD해석을 수행함

설계 상 Jetting arm의 제원 및 CFD모델과 펌프사양은 다음과 같음

[그림 3-699] Jetting arm CFD해석모델(경계조건 표시)

펌프도면 펌프성능곡선

[그림 3-700] 펌프제원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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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력 유량 압력

Low Pressure 
water pump

250HP
840m3/h

(최대 930m3/h)
7Bar

(최대 8Bar)

[표 3-101] 워터펌프 성능사양

펌프의 최적 유량을 고려한 Jetting arm의 CFD해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유동스트림(유속표시) 노즐외부압력

[그림 3-701] Jetting arm CFD해석결과

구분 Jetting 노즐
Backwash 노즐

No.1 No.2 No.3

유속(m/s) 48.6 29.5 29.5 36.2

압력(kPa)
1,257 

(약 13Bar)
560.0

(약 5.6Bar)
560.0 

(약 5.6Bar)
900.0 

(약 9.0Bar)

유량(m3/h) 35.0 40.9 41.0 338.0

비고
- Jetting 노즐은 직경이 동일하므로 해석결과의 평균값을 표시
- 노즐외부 압력의 전달거리는 약 0.05m

[표 3-102]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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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노즐 외부 압력의 전달거리가 설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므로 노즐의 사

양변경을 통해 설계 목표치만큼 필요한 유량과 노즐의 적정갯수 및 직경 등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음

④ Jetting arm의 노즐 사양변경에 따른 성능분석 및 검토

설계변수 및 해석 Case의 설정

- Jetting 성능 분석을 위해 Jetting Pipe부분의 유량을 변화시켜 CFD해석을 수행함.

- 설계변수는 노즐의 개수와 그에 따른 직경, 사용유량 등이 있음

해석대상 Jetting arm의 Jetting Pipe 부분

노즐갯수 8∼15기

노즐직경 18∼24mm

유량 420∼1,260m3/h

비고
- 각 노즐의 단면적은 동일하며, 노즐갯수에 따라 노즐직경이 변화함
- 유량은 현재 사용량에서부터 수중펌프 최적용량의 1.5배까지 고려함(수중펌프 

최적용량=840m3/h)

[표 3-103] 설계변수

- 노즐의 개수와 직경에 따른 Jetting arm의 형상은 다음과 같음

Jet Nozzle 8기 Jet Nozzle 12기 Jet Nozzle 15기

[그림 3-702] Jetting arm(Jet Nozzle 8~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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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수에 의한 해석Case는 다음과 같음

노즐갯수

(EA)

직경

(mm)

유량(m3/h)

420 630 840 1,260

8 24 Case-1 Case-2 Case-3 Case-4

12 20 Case-5 Case-6 Case-7 Case-8

15 18 Case-9 Case-10 Case-11 Case-12

[표 3-104] 설계변수에 따른 해석Case의 결정

각 Case별 CFD 해석

- Jetting arm의 CFD 해석 모델 및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음

Jet Nozzle 8기 Jet Nozzle 12기 Jet Nozzle 15기

[그림 3-703] Jetting arm CFD해석모델(경계조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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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해석 결과

- 노즐 8기를 장착한 Jetting arm의 경우

Case-1 Case-2

Case-3 Case-4

[그림 3-704] Jetting arm CFD해석결과(노즐 8기 사용시 관 내외부 압력분포)

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유속(m/s) 33.2 49.7 66.2 99.1

압력(kPa) 544.0 1,223 2,170.4 4,844.0

유량(m3/h) 52.5 78.8 105.0 157.5

비고 노즐 1기당의 평균적인 결과값

[표 3-105] 해석결과(노즐8기/직경2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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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즐 12기를 장착한 Jetting arm의 경우

Case-5 Case-6

Case-7 Case-8

[그림 3-705] Jetting arm CFD해석결과(노즐 12기 사용시 관 내외부 압력분포)

구분 Case-5 Case-6 Case-7 Case-8

유속(m/s) 30.7 46.1 61.4 92.2

압력(kPa) 480.9 1,082.9 1,924.6 4,329.9

유량(m3/h) 35.0 52.5 70.0 105.0

비고 노즐 1기당의 평균적인 결과값

[표 3-106] 해석결과(노즐12기/직경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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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즐 15기를 장착한 Jetting arm의 경우

Case-5 Case-6

Case-7 Case-8

[그림 3-706] Jetting arm CFD해석결과(노즐 15기 사용시 관 내외부 압력분포)

구분 Case-9 Case-10 Case-11 Case-12

유속(m/s) 30.4 45.7 60.9 91.3

압력(kPa) 478.9 1,078.3 1,916.2 4,312.7

유량(m3/h) 28.0 42.0 56.0 84.0

비고 노즐 1기당의 평균적인 결과값

[표 3-107] 해석결과(노즐15기/직경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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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 노즐의 개수 및 직경을 조정하여 CFD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Jet Nozzle 8기 Jet Nozzle 12기 Jet Nozzle 15기

[그림 3-707] Jetting arm CFD해석(Jetting 유량 1,260m3/h)

- 노즐 외부로 워터젯의 분사압력이 전달되는 거리는 다음과 같음

노즐개수 노즐직경 Jetting 유량 압력전달거리 노즐팁 압력

8기 24mm 1260m3/h 0.5m 5,337kPa(54Bar)

12기 20mm 1260m3/h 0.3m 5,177kPa(52Bar)

15기 18mm 1260m3/h 0.25m 4,991kPa(50Bar)

비고 압력전달거리는 100kPa 기준

[표 3-108] 노즐외부 분사압력

- 노즐 개수를 줄이고 직경을 늘이면 분사압이 커지고 압력이 전달되는 거리는 늘어남.

- 반 로 노즐 개수를 늘이고 직경을 줄이면 전달거리는 줄어들지만 압력이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 동일유량에 하여 노즐 개수를 줄이고 노즐 직경을 늘이면 분사압력은 커지지만 

압력이 고르게 분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압력분포의 범위와 노즐분사거리의 목표치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노즐의 개

수는 약 12기, 직경은 20mm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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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워터젯 노즐 설계 실험

실험환경 구축

[그림 3-708] 워터젯 실험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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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팅각도와 매설심도사이 관계

[그림 3-709] 젯팅 각도에 따른 매설심도 실험

[그림 3-710] 젯팅 각도에 따른 매설심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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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팅각도와 trench 폭 사이 관계

[그림 3-711] 젯팅각도와 매설성능 실험

[그림 3-712] 젯팅각도와 trench 폭 사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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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팅파워와 매설성능 사이 관계

RPM(r/min) 200 350 500 700 1,050 1,400 1,760

Flow rate(m3/h) 0.0097 0.0115 0.014 0.018 0.0252 0.0324 0.0396

Pressure(bar) 0.01 0.02 0.18 0.2 0.5 0.8 1.15

Jetting power(W) 0.0008 0.0018 0.0195 0.0278 0.0972 0.2 0.3514

[표 3-109] 펌프모터 RPM과 유량 및 압력 사이 관계

(cm/s)
Trenching depth (cm)

RPM=
1760 1400 1050 700 500 350 200

0.5 7 5.6 5 3.4 3 2 1.8

1.0 6.8 5.6 4.8 3.4 3 1.8 1.6

1.5 6.6 5.4 4.6 3.2 2.6 1.7 1.4

2.5 6.4 5.4 4.2 2.8 1.6 1.2 0.8

4.0 5.6 4.6 3.4 2 1.2 1 0.8

6.0 4.8 3.6 2.6 1.6 1.2 0.8 0.6

8.0 4 3.4 2.2 1 0.8 0.6 0.4

[표 3-110] 노즐 이동속도와 젯팅파워에 따른 매설심도 사이 관계

[그림 3-713] 매설속도, 젯팅파워, 및 최대 매설심도 사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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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워터젯 2차 시작품(1:6 축소모델) 설계/제작 및 실험(5월초 실험 예정) 

3D 형상 설계

[그림 3-714] 워터젯 젯팅암 축소모델 설계안

축소모델 제작 (5월초 제작 완료 및 실험 예정)

[그림 3-715] 워터젯 젯팅암 1:6 축소모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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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수조 제작

[그림 3-716] 2(L)x1(D)x0.6(W) 수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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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시작품(1:6 축소모델) 현장 실험

[그림 3-717]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 개념도

[그림 3-718]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 장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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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설속도 유량/압력 실험제원

Case-1 5.67cm/s

26m3/8bar
Jet 노즐(18)
수직노즐(3)
Backwash(3)

Case-2 11.34cm/s

Case-3 17.01cm/s

Case-4 22.68cm/s

Case-5 22.68cm/s 26m3/8bar
Jet 노즐(18)
수직노즐(3)

Case-6 22.68cm/s 26m3/8bar
Jet 노즐(18)
Backwash(3)

Case-7 22.68cm/s 26m3/8bar 수직노즐(3)

[표 3-111]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 시나리오

구분 실험목표치 노즐 배치도

매설심도 50cm

매설속도

시나리오 참조유량

압력

[표 3-112]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의 목표치수

SLED형 실험대차 실험대차 및 Jetting arm

[그림 3-719] 실험 준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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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4 CASE-5 CASE-6

[그림 3-720] 실험결과

구분 매설속도 매설심도 실험결과
Case-1 5.67cm/s 65cm 이상

매설심도 달성
Case-2 11.34cm/s 65cm 이상
Case-3 17.01cm/s 65cm 이상
Case-4 22.68cm/s 55cm 이상
Case-5 17.01cm/s 55cm 이상 매설속도 감속 후 심도달성
Case-6 17.01cm/s 55cm 이상 매설속도 감속 후 심도달성
Case-7 17.01cm/s X 감속 후에도 매설 불가능

[표 3-113]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결과

워터 젯팅암 1차 시제품 설계/제작

- 1차 시제품 설계/제작

[그림 3-721] 젯팅암 상세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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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 젯팅암 노즐 상세 제작도

- 성능실험

[그림 3-723] 1차 시제품 실험기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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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프레임 제작도 테스트 노즐 제작도

[그림 3-724] 부대장비 제작도

모션베이스 설계

[그림 3-725] 모션베이스 상세 설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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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품 항목

[그림 3-726] 모션베이스 주요 부품 항목

- 유압실린더 사양

[그림 3-727] Stow & Deploy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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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8] Narrow & Wide 실린더

시스템 통합

➡

모션베이스와 Jetting arm 결합 펌프의 탑재



[그림 3-729] 워터젯 통합 시스템의 로봇 플랫폼에 탑재 및 통합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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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중 모터/펌프 사양 선정 및 모션베이스 제작

[그림 3-730] 수중 모터/펌프 사양 선정 및 모션베이스 제작

모션 베이스 설계/제작

[그림 3-731] 모션 베이스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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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젯 시스템 통합 및 출고 성능시험

[그림 3-732] 워터젯 시스템 통합 및 출고 성능 시험

플랫폼 통합 및 수조 성능실험

[그림 3-733] 플랫폼 통합 및 수조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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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워터젯에 한 사양 정리 및 기존 제품과의 비교 분석

[그림 3-734] 개발된 워터젯 사양 정리

[그림 3-735] 워터젯 시스템 기존 제품과 비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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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6] 워터젯 시스템 기존 제품과 비교(상세)

(라) 워터젯 시스템 1차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

[그림 3-737] 워터제트 펌프 모터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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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8] 프레임에 모션베이스 조립

  

- 수중모터/펌프 구매 및 Motion base 제작

① 워터젯 시스템 모션베이스 구동부 통합 작동시험

시험 목적

- 워터제트 모션베이스의 실제프레임 장착 전 원활한 동작 상태 및 실제 하중에서 정

상 동작여부 확인

- 최고/최저 동작 각도에서 간섭문제 여부 파악 및 실린더 포지션 정보

시험 절차

단계 시험 순서(시나리오) 점검사항 비고

1 모션베이스 구조물에 설치 기계적 조립상태 확인

2 모션베이스와 제팅암 결합 및 조립 조립 및 동작상태 확인

3 유압배관 설치 및 유압테스트 엑추에이터 동작 상태 확인

4 모션베이스 기능 동작 테스트 및 간섭 사항 검사 실린더 동작 상태 및 간섭사항 확인

5
구동실린더 최대/최소 각도테스트 및 각각의 
실린더 포지션 값 획득

최대/최소 동작 상태, 실린더 
포지션 출력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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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세부 항목 Deploy/Stow test, Narrow/Wide test

평가 기준 Deploy/Stow: 0∼60도, Narrow/Wide test: 200∼700mm

증빙 방안
실험값: Data Log(엑셀파일) 참조
실험사진 및 동영상 참조

평가 결과 A (A: 만족, B: 추가 보완 필요, C: 전면 재시험)

결과 정리

･ Deploy/Stow test 결과 모션베이스는 0도에서 60도까지 정상 작동하였으며, 구동시 
부품 간 간섭은 발생하지 않음

･ Narrow/Wide test 결과 모션베이스는 최소 간격 200mm에서 최대 간격 730mm까지 
유지할 수 있으므로 평가 기준을 만족함

구동실린더 Deploy/Stow Narrow/Wide 작동상태

최소값 0도 200mm 평가기준 만족

최대값 60도 730mm 양호

Deploy/Stow Cylinder Narrow/Wide Cylinder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711

구 분 시험장비구성

모션베이스 

조립도

□ 모션베이스 조립도(정면)

모션베이스 

조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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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험설비 및 장치세팅

Deploy & Stow

실린더

Narrow & Wide

실린더

실험용 수조 내 

고정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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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 Deploy & Stow 기능시험

➡

□ Narrow & Wide 기능시험

➡

시험절차

□ 시험절차

단계 시험 순서(시나리오) 점검사항 비고

1 모션베이스 구조물에 설치 기계적 조립상태 확인

2 모션베이스와 제팅암 결합 및 조립 조립 및 동작상태 확인

3 유압배관 설치 및 유압테스트 엑추에이터 동작 상태 확인

4
모션베이스 기능 동작 테스트 및 

간섭 사항 검사

실린더 동작 상태 및 

간섭사항 확인

5
구동실린더 최대/최소 각도테스트 

및 각각의 실린더 포지션 값 획득

최대/최소 동작 상태, 실린더 

포지션 출력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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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row/wide 시험결과 사진

구 분 시험결과: Deploy/Stow test

Deploy & Stow

최소전개각도

(0도)

Deploy & Stow

최대전개각도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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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험결과: Narrow/Wide test

Narrow & Wide

최소간격

(200mm)

Narrow & Wide

최대간격

(7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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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험결과: 기록장치

측정장치(센서)

Data Logger

실린더 

상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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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험결과

데이터 

로그기록

 데이터 로그기록에서 Deploy/Stow실린더의 측정각도는 Manifold의 각도로서 Jetting 

arm과 30도의 각도 차이가 발생함 

 상세내용은 원본 Data Log 파일 참조

Test No.
Deploy/Stow(°) Narrow/Wide(mm)

비고
LEFT RIGHT LEFT RIGHT

1 47 47 354 364
·
·
·

·
·
·

·
·
·

·
·
·

·
·
·

67 55 54 100 100
·
·
·

·
·
·

·
·
·

·
·
·

·
·
·

558 89 89 358 366 D/S 최대값

559 89 89 358 366
560 89 89 358 366
561 89 89 358 366
562 89 89 358 366
563 89 89 358 366
564 89 89 358 366

·
·
·

·
·
·

·
·
·

·
·
·

·
·
·

617 46 46 361 369 N/W 최대값

618 46 46 361 369

619 46 47 351 359

620 46 47 351 359

621 51 52 351 359
622 53 55 351 359
623 58 60 351 359
624 61 63 351 359

·
·
·

·
·
·

·
·
·

·
·
·

·
·
·

935 30 30 301 334
936 30 30 301 334
937 30 30 301 334
938 30 30 301 334
939 30 30 301 334
940 30 30 301 334
941 30 30 301 334
942 30 30 301 33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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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9] 모션베이스 프레임 설치

[그림 3-740] 워터제트 펌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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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1] 제팅암 설치 완료

[그림 3-742] 모션베이스 및 워터펌프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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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3] 전체 시스템 통합 완료

[그림 3-744] 제팅암 전개 실린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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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5] 통합 완료 무게 중심 측정

[그림 3-746] 제팅암 메니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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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스템 통합 및 수조 및 현장실험을 통한 성능검증 및 개선

① 모션베이스 젯팅암 구동동 시험(제팅암 Deploy/Stow, Narrow/Wide)

제팅암의 Deploy(전개)/Stow(보관), Narrow(좁은폭)/Wide(널은폭) 구동 동작을 통하여 

원활하게 동작 여부 확인하고 좌우 제팅암이 동기되어 동작하는지 반복 시험 절차 

진행

[그림 3-747] 제팅암 Wide 구동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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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8] 제팅암 Narrow 구동 시험

[그림 3-749] 수조 워터제팅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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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0] 제팅암 구동 시험

수조 내에서 워터펌프를 가동하여 제팅이 되는지 확인 테스트 진행

수조에서는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워터제트 출력을 절반 정도로

제한을 하여 테스트 진행하였으며, 제팅 출력을 절반 이상 올릴 경우

자세제어가 힘이 들고 천정 크레인에 과부하가 걸려 최고 출력을 테스트 불가

수조내부 테스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버터 출력 30Hz이하로 진행 함

② 연근해 현장실험을 통한 최  출력 테스트 및 실제 매설 테스트(인버터 출력 주파수 

60Hz)

[그림 3-751] 연근해 실해역 최대출력 및 매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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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2] 워터제트로 실해역 굴착 및 매설 사진

워터제트시스템 모션베이스 센서 구성 및 구동 테스트

[그림 3-753] 모션베이스 센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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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팅암 유량 및 압력 제어 메인 밸브

- 워터제트 유량 및 수압 제어용 메인 버터플라이 밸브 및 포지션센서

- 메인 밸브의 개폐율을 조정 하므로 제팅암의 공급 되는 유량 및 압력 제어가 가능

해서 제팅 조건을 변경 할 수 있음

- 메인버터플라이 밸브에는 밸브의 개폐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포지션 센서가 부착

이 되어 밸브의 계폐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그림 3-754] 메인버터플라이 밸브 사양

[그림 3-755] 메인버터플라이 밸브 엑추에이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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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제트 분사 수압측정센서(Water Pressure)

- 워터제트 펌프에서 발생한 압력을 측정하여 표시

- 펌프에서 발생한 수압을 확인하여 펌프모터회전수를 조절하거나

- 메인밸브의 개폐율을 변경하였을 때 상태 값을 확인 하는 용도로 사용

제팅암 좌우 속도 조정 및 속도 차 발생 관련 개선작업

- 제팅암 Deploy/Stow 기동시 좌우 제팅암의 속도 발생으로 동기제어가되지 않는 문

제 발생

- 속도차 발생 원인으로는 좌우 구동밸브가 다른 구룹의 매니폴드로 구성이 되어 배

관길이차이로 유량과 압력이이 똑같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같은 매니

폴트 구룹으로 변경

[그림 3-756] 워터제트 분사 압력측정 센서

[그림 3-757] 좌/우 제팅암 속도 편차 발생으로 동기 구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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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8] 버터플라이 밸브 개폐율 회전 감지센서

[그림 3-759] PORT, STBD에 분산된 밸브를 STBD에 결합

PORT, STBD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제팅암 밸브를 STBD에 합쳐서 한 구룹으로 구

성하면 제어 시간 및 동작조건이 유사하여 속도차가 많이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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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품별 개선사항 도출

제팅암 동작 실린더 위치검출 센서를 수중커넥터 교체 및 동작 테스트

[그림 3-760] 모션베이스 구동실린더의 포지션센서 커넥터 변경

- 모션베이스 구동실린더의 포지션센서 커넥터는 Subsea용 커넥터가 아니어서 수심

3000m에 응이 되지 못하여 Subsea용 수중커넥터로 교체가 불가피함

- 기존 장착된 M12커넥터는 IP급 등급밖에 응이 되지 않아 10m 이상의 수심에서

는 실린더에 누수가 발생 되어 센서 파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그림 3-761] Subsea용 수중커넥터

[그림 3-762] M12 커넥터를 Subsea용 수중커넥터로 교체 및 개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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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팅암 Deploy/Stow 실린더 너클 및 크래비스 간섭 관련 보완

[그림 3-763] 실린더의 크래비스와 너클 사이의 갭이 일정이 유지 되지 않아 너클 파손 문제 발생

- 제팅암 Deploy/Stow 실린더의 특성상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메커니즘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너클에 지구베어링이 내장되어 제팅암이 좌우로 움직이면 크래비스 가

운데자리에서 고정이 되어지 있지 않으면 너클이 파손되는 단점이 있다. 기존에는 

너클 양족옆에서 칼라로 잡아 못하여 너클이 크래비슷족으로 쏠리게 되면 너클이 

휘어지는 문제가 가끔 발생이 되었고, 제팅암 좌우 발란스가 맞지 아는 문제가 발

생이 되어 테이퍼진 코라를 너클 양쪽에 추가 하여 개선하였다.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731

[그림 3-764] 너클사이에 장찰될 테이터 코라 설계 사양

제팅암 반발력 측정 로드셀 설치 및 동작 테스트

[그림 3-765] 제팅암 반발력 측정 원리 및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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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제팅을 진행하게 되면 해저면 바닥의 상태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제팅암에 걸리

는 반반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면 바닥에 단단한 암석이나 단단

한 지면이면 제팅암에 상단한 힘을 받아서 파손이 되거나 휘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

을 소지가 있어 제팅암에 걸리는 반반력 하중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

링의 반발력상태에 따라서 진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제팅암의 전개 각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766] 제팅암 반발력 측정 로드셀 설계 사양

[그림 3-767] 제팅암 반발력 측정 로드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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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8] 제팅암 반발력 측정 로드셀

(사) 최대 매설심도 검증을 위한 육상 굴착 시험

모래지반에서의 최  매설 심도 검증 실험 수행

- 연근해 시험에서는 해저 지반이 모래이거나 점토 지형 조건을 갖고 있는 실험지역

을 찾을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육상에서 유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음.

[그림 3-769] 3m 깊이 매설 검증을 위한 육상 굴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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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0] 육상 워터제트 분사 장변 

[그림 3-771] 제팅암 3m 깊이 굴착 완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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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실해역 실증시험을 위한 시스템 통합 및 실증 실험

실해역 실증시험시 Stow/Deploy 실린더 위치 파악을 위한 Positioning Sensor의 connect 

재가공 후 설치

해수의 노출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한 Bolting system을 전량 sus 재질로 교체

구면 베어링 부식 방지를 위하여 Sus재질로 교체

Valve Acuator coupling Bracket을 sus재질로 교체

[그림 3-772] 입수전 제팅암 전개 테스트

[그림 3-773] 회수 후 제팅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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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케이블 포설 및 매설 시험

- 해저에 직경이 13mm인 전력 케이블을 포설하고 URI-T를 투입하여 매설작업 수행

- TSS350을 이용하여 케이블 추적하고 젯팅암을 이용하여 매설함

- 반복 매설작업 수행

[그림 3-774] 해저 케이블 매설 시험 결과

(4) 센서 및 추진 시스템

(가) 주요 구성 센서

① 케이블 탐지 시스템

Trencher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로봇의 주요 작업 임무중 하나인 케이블 매

설 및 유지 보수 관련하여 케이블을 탐색하고 트랙킹하여 워터제트시스템으로 케이

블을 매설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 합니다. ROV는 해저 면에  놓여진 케이블 따라가

면서 매설 작업을 하게 되며, Cable Detection System은 Trencher ROV가 자동으로 케

이블을 트랙킹 하며 매설작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중요 센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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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검출 정확도가 보장 되지 않으면 Trencher ROV 진행 방향을 예측 할 수 없

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나 작업 속도가 떨어 질수 있고 많은 시간을 허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됩니다. 

따라서 센서의 정확도에 따라서 Trencher ROV 탐색 시간 절약 및 전체적인 운영 작

업이 향상 됩니다.

㉮ 운영방법 및 용도

매설된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작업

하기와 같은 경우의 매설된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작업은 부분 

ROV를 투입하여 수행함

- 시스템 운용 중인 헤저 케이블이 고장 났을 경우

-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에 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이 landing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탐지 방식 및 

탐지 장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 일반적으로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이 landing이 되어있을 경우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에 전류 등을 투입하고 이 기초상

에서 ROV에 탑재된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에 하여 

cm단위까지 정 하게 위치를 탐지할 수 있음

[그림 3-775] Teledyne TSS사(영국)의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탐지 시스템

㉯ TSS 350 케이블 탐지 시스템 개요

Trencher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로봇의 주요 작업 임무중 하나인 케이블 매설 

및 유지 보수 관련하여 케이블을 탐색하고 트랙킹하여 워터제트시스템으로 케이블

을 매설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 합니다.

ROV는 해저 면에 놓여진 케이블 따라가면서 매설 작업을 하게 되며, Cable Detection 

System은 Trencher ROV가 자동으로 케이블을 트랙킹 하며 매설작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중요 센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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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검출 정확도가 보장 되지 않으면 Trencher ROV 진행 방향을 예측 할 수 없

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나 작업 속도가 떨어 질수 있고 많은 시간을 허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됩니다. 센서의 정확도에 따라서 Trencher ROV 케이블 탐지 

및 트래킹 정 도가 향상 됩니다.

[그림 3-776] TSS 케이블 탐지 시스템 운영 개념도

[그림 3-777] TSS 케이블 탐지 시스템 연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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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S350 시스템 사양

TSS350 Cable Detection System

Includes: Surface display console, system software & user manuals on

CD-ROM, subsea power supply & processor pod, altimeter, 3 axis coil

cable assembly, Pod to ROV cable, moulded coil assemblies, coil mounting

frame, spare coil, field service kit, transit cases. 12 months international parts & labour 

warranty.

TSS350 Operation Software (required for operation of  system)

TSS350 Tone Generator Type

Cable & Pipe Detection System for AC Tone Generator Type

[그림 3-778] TSS350 시스템 센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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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9] TSS350 시스템 센서 결선도

[그림 3-780] TSS350 Subsea 시스템과 선상제어 시스템 SDC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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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S 350 설치 및 공기 중 테스트

[그림 3-781] TSS350 Coil 센서 브라켓 설치

[그림 3-782] 공기중 테스트를 위해 실험테이블에 TSS350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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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3] 선상제어시스템의 SDC 및 영상 오버레이 테스트

[그림 3-784] ALT250 Altimeter 동작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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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5] TSS350 공기 중 시험코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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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VL

① DVL 선정

모델명/제작사

성능항목

WHN600/Teledyne RDI NavQuest 600/LinkQuest

비고

Velocity accuracy 0.2%±1mm/s 0.2%±1mm/s

Velocity resolution 1mm/s

Velocity range ±10m/s ±10m/s

Ping rate 7Hz max 5Hz max

Altitude 0.7~90m 0.3~140m

Weight 15.8kg TBD

Depth rating 3,000m 3,000m

Supply voltages 20~50VDC 24VDC

Power consumption 3W, 8W max 2~6W, 100W max

Standard sensors

Compass ±2o Compass ±2o

Tilt : ±0.5o up to ±15o Tilt : ±0.5o up to ±15o

Temperature : -5o to 45o Temperature : -5o to 45o

Communication interface RS232 or RS422 RS232 or RS422

[표 3-114] DVL 센서 사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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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MU

① 항법센서 선정

IMU 선정

모델명/제작사

성능항목

HG1700AG37/Honeywell 1750 IMU/KVH

비고

Gyro type Ring Laser Gyro Fiber Optic Gyro

  Bias 1o/hr 1σ 1o/hr 1σ

  Angle Random Walk 0.125o/√hr max 0.012o/√hr max

  Operating range ±358 deg/sec ±490 deg/sec

Accelerometer
RBA (resonating beam 

accelerometers)
MEMS accelerometers

  Bias ≤1mg 1σ ≤1mg 1σ

  Velocity Random Walk 0.65fps/√hr max 0.27fps/√hr max

  Operating range ±12g ±10g

Weight 0.9kg <0.7kg

Power consumption <8W <8W

Supply voltages +15V and +5V 9~36VDC

Communication interface RS422 RS422

[표 3-115] IMU 센서 사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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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SBL(Ultra Short Base Line)

수중건설로봇 Trencher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는 케이블 매설 작업이 주요 

임무이며, 수중에서의 ROV 작업 위치 인식 및 추적이 필요로 한다. 최근 부분의 

무인수중로봇은 USBL(Ultra Short Base Line)수중 음향 위치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위치 인식 및 추적을 하고, 본 연구 과제의 Trencher ROV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하

여 현재 작업 위치를 파악 하고자 한자.

USBL시스템은 선박 밑의 기둥에 설치된 송수신기와 해저 구조물 또는 ROV 설치된 

응답기 및 수신기로 구성이 된다.

이번에 구매하고자하는 장비는 ROV에 부착이 되어 ROV의 위치를 모선의 배 밑에 

설치된 수신기에 음향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786] USBL 시스템구성 및 운영예시

① USBL 주요 사양

Environmental

- Depth rating: 3,000m

- Operational Temp: -5° C to 40° C

- Storage Temperature: -20° C to 55° C

Electrical

- Voltage: 24 or 48 V DC (± 10%)

- Power Sleep: <300 mW

- Power Wideband Listening: <50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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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Battery Charging: 6 W

- Power Peak (During Transmission): <50 W

- External Power Switch

- Frequency Band: MF (19-34 kHz)

- Transducer Beam Shape: Omni-Directional

- Communications Interface: RS232 (9,600–115,200 baud)

- Battery Life Time

･ Listening: 30 Days

･ Continuous 5 Sec

Performance

- Source Level

･ High Power: 187dB

･ Low Power: 181dB

- Tone Equivalent Energy

･ High Power: 193dB

･ Low Power: 187dB

- Range Precision: Better than 15 mm

- Depth Sensor: ± 0.5% full scale

Mechanical

- Housing: Hard Anodised Aluminium Alloy

- Weight in SW: ≥2.5kg

- Mount braket included

[그림 3-787] USBL 사양 선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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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8] USBL 운영 및 ROV 트랙킹

[그림 3-789] USBL을 참조하여 ROV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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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심도센서(Depth)

- 수중에서 케이블 매설 등의 작업을 위한 작업용 Trencher ROV는 비교적 깊은 수심

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작업 심도를 정 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의 

정확한 매설 위치를 파악하거나 작업위치의 심도를 정 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

한 심도 센서가 필수적이다. 특히 유압동력원으로 동작되는 Trencher ROV의 경우 

수심에 따른 압력 보상 및 유압 출력압력 설정 관련하여 중요한 참조 자료로 활용

이 되고 Trencher ROV 최  운영가능 수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센서로 사용이 되기

에 정 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 선정이 중요하다.

[그림 3-790] Paroscientific 8CB4000-I 심도센서

          □ 제품사양 : 

     □ PERFORMANCE CHARACTERISTICS

  - Pressure Performance: Accuracy typically better than 0.01% Full Scale

  - Calibrated Temperature Range: -2C to +40C Full Scale

  - Hysteresis:  ≤± 0.01% Full Scale

  - Repeatability: 8CB≤± 0.01% Full Scale

  - Over Pressure: 1.2 times Full Scale

  - Thermal Sensitivity: <0.0008% Full Scale / deg C

     □ Environmental

  - Depth rating: 0-4000MSW(0-6000PSIA(41,40Mpa)

  - Operational Temp: -10° C to 40° C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750

     □ Electrical

  - Voltage: 10-16VDC

  - Power: 31mA ~ 20mA

  - Output Signal: Serial Communications(RS-232/RS-485)

  - Connector: Burton

* Receptacle: 5507-1508-000X

* Plug: 5501-1508-000X

* Cable length: 3m 16/8 SO(Open end cable)

     □ Mechanical

  - Housing: Stainless Steel

  - Outer diameter: 40~50mm±5mm

  - Length: 200~250mm±5mm

  - Weight: Dry: 3.3 lbs (1.5 Kg) Max

(바) Multi beam Sonar Blueview

① BlueView 2D Multibeam Imaging Sonar 개요

Trencher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로봇의 주요 작업 임무중 하나인 케이블 매설 

및 유지 보수 관련하여 케이블을 탐색하고 트랙킹하여 워터제트시스템으로 케이블

을 매설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 합니다. 

Blueview Multibeam Sonar 장비는 케이블 및 해저 주위 환경을 매핑 하여 매설

케이블의 위치를 파악하여 케이블매설 작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용도로 적용 된다.

[그림 3-791] ROV에 장착된 블루뷰 멀티빔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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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2] 블루뷰 멀티빔 소나 영상

② BlueView 2D Multibeam Imaging Sonar 사양

㉮ Sonar

- Field-of-view: 130°

- Max Range(900/2250): 100m/10m

- Optimal Range(900/2250): 2-60m/0.5-7m

- Beam Width(900/2250): 1° x 20° / 1° x 20°

-  Beam spacing: 0.18°

- Number of Beams: 768

- Range Resolution(900/2250): 1.3cm / 0.6cm

- Update Rate: Up to 25 Hz

- Frequency: 900 kHz – 2250 kHz

㉯ Interface

-  Supply Voltage: 12-48VDC

- Max Power Comsumption(900/2250): 20W /25.8W

- Connectivity: Ethernet / VDSL

㉰ Mechanical

- Weight in Air(1,000m/4,000m): 2Kg/5Kg

- Weight in Water( 1,000m/4,000): 430g/2.3kg

- Depth Rating: 1,000, 4,000m, 6,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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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L x W(max. OD) (1,000m/4,000m): 21.8 x 12.7(10.16)/25.9 x 12.7(12.7)

- Connector Options: Impuls MKS

㉱ Technical requirements

         a) Streaming video-like sonar imagery

         b) Continuous situational awareness

         c) Multiple field-of-view options

         d) Standard depth rating at 1,000 m, 4000 m and 6,000 m

         e) Plug & Go operation

         f) Intuitive Windows® based software

         g) Software Development Kit available

[그림 3-793] M900-2250-130 Dual Frequency Series

(5) 카메라&라이트 포지셔너

(가) 카메라

① SS425 고해상도 저저도 흑백 카메라 특징

싸이더스 솔루션 'SS425은 0.0001 럭스 최소 조명 조건에서 가시성을 가능 하게하는 

높은 해상도, 낮은 조명에 민감한 블랙 & 화이트 수중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SS425 모델은 저조도 카메라 기술 혁신의 결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비디오 출력이 

EIA 또는 CCIR 형식으로 제공 될 수 있고, Internal 또는 Remotely 방식으로 long-line 

amplifier 조정을 통해 전달 될 수 있다. 하드 아노다이징 처리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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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하우징이 특징 인 SS425은 가장 엄격하고 장시간 산업 심해 애플리케이션

의 요구를 만족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림 3-794] Sidus Solutions SS425 고해상도 저저도 흑백 카메라

② Sidus Solutions SS425 고해상도 저저도 흑백 카메라 사양

[그림 3-795] Sidus Solutions SS425 카메라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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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S425 고해상도 저저도 흑백 카메라 커넥터 및 케이블

[그림 3-796] SS425 카메라 수중커넥터 사양

④ SS425 고해상도 저저도 흑백 카메라 결선도

[그림 3-797] SS425 카메라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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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S425 고해상도 저저도 흑백 카메라 배치

[그림 3-798] Trencher ROV 전면부 카메라 및 조명 배치

[그림 3-799] Trencher ROV 후면부 카메라 및 조명 배치

(나) 라이트

수중조명은 수중로봇의 수중작업에 카메라 영상의 시야 확보를 위해 수중카메라와 

같이 설치  하여 지상에서 영상을 보면서 로봇 제어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

수중조명은 종류별로 크게 할로겐램프방식과 LED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최근

에는 할로겐 방식보다 수명이 길고 전력소모가 적은 LED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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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다. 수중건설로봇의 수중카메라와 같이 탑재하기 위하여 작업심도, 밝기, 광량 

등을 고려하여 DEEPSEA사의 “LED Matrix-3 SeaLite”모델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선정 하였습니다.

- LED Matrix-3 라이트

항목 사양

LED Matrix-3
(DeepSea Power & Light / 미국)

Depth rating 6,000m

Color Red, White, Blue

Lumens in the water
18,000 lumens typical
40% greater than 400W HMI

Beam Pattern Flood: 77o/Medium: 30o

Dimming AC phase control dimmer

Power supply
150-250VAC@50/60Hz,
200-300VDC, 375W max

Weight 3.98/1.84 kg

[표 3-116] LED Matrix-3 라이트 사양

(다) 포지셔너

수중 작업환경, 작업임무 관련 자료조사

항목 사양

SS109HT
(SIDUS/미국)

Depth rating 10,000ft

Torque 14 foot pounds/19 Nm (each axis)

Rotation speed Selectable up to 20deg/sec

Gear backlash 36 arc minutes

Scan range
360 deg pan axis
180 deg tilt axis

Operating power 24VDC@1.2A max

Weight 4.2/2.7 kg

[표 3-117] SS109HT 팬틸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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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시스템

Trencher ROV는 수중에서 케이블 매설 등의 작업을 위한 작업용 로봇으로써 크기가 

크고 또한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을 요하는 추진기가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진기로는 아직까지 

Subsea Hydraulic Propulsion Thruster 밖에 안이 없다. 개발 하고자 하는 Trencher 

ROV는 최소 8 의 추진기가 필요로 하며, 수직추진용 추진기 4 와 수평 추진용 추

진기 4 가 필요로 한다. 개발수행중인 과제에서는 기본적인 추진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8 의 추진기와 예비품 추진기 2 를 합하여 총 10 의 추진기 구매를 계획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ROV용 추진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는 손으로 꼽을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업계의 시장을 주도하는 3개 업체의 제품 중 사양, 납

기, 기술력 및 기술지원, 가격정보를 면 히 조사한 결과 이번 개발 과제에 가장 적

절한 제품은 EMS사의 HPT500/125/AL/H모델 이라고 판단이 되어 사양 선정을 하고

자 한다.

[그림 3-800] 1차 구매 추진기 사양

① 제품 주요 사양:

- 모델: HPT500

- Thrust Max Static(Kgf)@250bar: 1075(Kgf) 

- Propeller Diameter: 500(mm)

- Weight in Air: 48.5(Kg) 

- Weight in Air: 25.5(Kg)

- Max Opr. Pressure: 300(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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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or Cap.: 125(cc) 

[그림 3-801] 추진기 성능 특성 곡선

② 추진기 색상 선정

[그림 3-802] 추진기 색상

1차 제작된 추진기 색상이 너무 어두운 색상이어서 2차 구매 에서는 좀 더 밝은 색

상으로 변경하기로 함(제작사에서 주문한 색상과 불일치하게 도색하여 출하되어 원

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수락하여 밝은 색상으로 변경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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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3] 2차 추진기 구매 반영 색상

③ 추진기 가드 추가 설치

ROV의 운영 중 연근해에서 작업 중 간혹 추진기에 이물질이 흡입되어 추진기의 고

장을 방지 목적으로 가드를 추가 장착하기로 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추진기 가드

를 추가 장착함

[그림 3-804] 추진기 이물질 흡입 방지 가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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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5] 추진기 가드 상세 설계도면

④ 추진기 최종 납기 전 제조사의 FAT(Factory Acceptance Test)검사

PT. RiSEA Propulsion Indonesia Facility 방문 및 검수

- 위치: Executive Industrial Park – Block C1 No 3 Batam Center – Batam Island

- RiSEA의 주여 제품 등을 생산, 조립, 테스트를 하는 공장

[그림 3-806] 추진기 검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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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7] 추진기 조립상태 점검

추진기의 전체적인 부품은 가공이 완료 되어 있었으며, 유압모터만 조립이 되면 전

체적으로 조립이 완료가 됨.

유압모터는 지난주에 입고가 완료 된 상태임.

공장에는 웬만한 공작기계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제작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음.

[그림 3-808] 가공된 추진기 Kort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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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9] 제작 완료된 추진기 Guard

[그림 3-810] 추진기 가드 조립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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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1] 조립완료 추진기

[그림 3-812] 추진기 바디 및 네임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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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3] 조립 대기 중인 추진기 프로펠러

[그림 3-814] 추진기 바디와 유압모터 조립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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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5] 조립 대기 중인 추진기 유압모터

[그림 3-816] 추진기 Rexroth 유압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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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7] 추진기 유압모터 rpm 센서 위치

[그림 3-818] 추진기 바디 조립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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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9] 추진기 바디와 코트노즐 조립상태

[그림 3-820] 추진기 바디 유압모터 결합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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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1] 유압모터 추진기 센서

[그림 3-822] rpm 센서 수중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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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진기 성능 테스트

[그림 3-823] HPT500 추진기 성능 테스트를 위한 Test bench 구성도

[그림 3-824] 테스트 구성 및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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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5] 테스트 항목 및 데이터 시트

[그림 3-826] 테스트 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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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7] 테스트 수조

[그림 3-828] 테스트용 50HP유압펌프 구동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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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9] 테스트용 Hydraulic Pump Unit

[그림 3-830] 추력 테스트용 추진기 설치 완료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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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1] 추진기 추력 측정 

Load Cell

 

[그림 3-832] 유압 관련 계측용 센서

Flow, Pressure, Temp

[그림 3-833] 추력 테스트 준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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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4] 추진기 인장 Load Cell

[그림 3-835] 추력 측정 계측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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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6] Labview기반 추력 측정 시스템 구성

[그림 3-837] 추진기 유압 유량 40L/min 출력으로 테스트 진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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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8] 추진기 유압 유량 80L/min 출력으로 테스트 진행 장면

[그림 3-839] 추력 측정 계측 시스템에 측정된 그래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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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0] 유압 Flow 80L/min 까지 측정한 결과

- 유압 Flow 80L/min 까지 출력을 보냈을 경우 560Kgf 정도의 추력이 나옴

[그림 3-841] 유압 Flow 90L/min 까지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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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 Flow 90L/min 까지 출력을 보냈을 경우 약 670Kgf 정도의 추력이 나옴

- 테스트는 당초 Flow 100L/m 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테스트 수조가 크기가 

작아 많은 양이 비산이 일어나고 강한 물살로 인하여 측정결과 값이 올바르게 측정

이 되지 않아 Flow90L/m 까지만 진행하기로 함.

- 최  Flow 90L/m까지 에서도 펌프 및 모터 출력이 여유가 없어 90L/m에서 오랜 시

간을 유지 할 수가 없었음.

[그림 3-842] 추진기 테스트 측정 결과

[그림 3-843] 추진기 측정 결과를 타사의 추진기와 비교 시 동등한 성능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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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4] 테스트 설비의 최고출력 까지 테스트 진행 장면

HPT500 추진기 제작 검수 및 테스트 진행 사항 확인

- 추진기의 전체적인 제작은 완료를 하여 최종 조립 직전 이였음.

- 전체적인 부품 가공 상태 및 조립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음.

- 추진기의 주요 부품인 Rexroth Motor의 입고 지연으로 전체적인 최종 조립상태를 

확인 할 수 없어서 아쉬움.

- 일정이 너무 단기간이고 짧은 시간으로 인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 한 테스트 

진행을 사항을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움.

- 추진기의 전체적인 최종 조립 후 선적 직전에 외부 선급인증 검사 업체에서최종 검사

를 진행 후 선적 예정이어서 제품의 품질 및 문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외부 선급 검사 업체는 PT. Biro Klasifikasi Indonesia.(www.bki.co.id) 

[그림 3-845] 추진기 성능테스트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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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ydraulic Thruster Proportional Control Valve Packs

① 추진기 제어 밸브팩 개요

수중에서 케이블 매설 등의 작업을 위한 작업용 로봇으로써 크기가 크고 또한 무게

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깊은 수심에서 작업이 되어야하기에 강력한 추진력을 요

하는 추진기가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진기로는 

아직까지 Subsea Hydraulic Propulsion Thruster 밖에 안이 없으며, 개발 하고자 하는 

Trencher ROV는 최소 8 의 추진기가 필요로 하며, 수직추진용 추진기 4 와 수평 

추진용 추진기 4 가 필요로 한다.

유압추진기를 제어하려면 반듯이 추진기의 특성을 잘 고려한 전용 추진기 제어용 

Valve Pack이 필요로 합니다. 추진기 유압모터의 특성과 추진기 임펠러특성을 고려

한 각종 파라메터 값이 적용된 전용 Valve Pack이 최적의 성능조건과 최고의 출력을 

끌어내고, ROV컨트롤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번 과제에서 RiSEA사의 HPT500 시리즈 추진기를 선정 및 구매 완료하였으며, 

HPT500 추진기의 특성 및 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HPT500추진기에 특화된 

전용 추진기 제어용 Valve Packs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고 메이커에서

도 강력히 추천하여 추진기 제작사와 같은 RiSEA사의 HPT500 전용 4-Function 

Thruster VP(EVX-HYD-103897) Hydraulic Thruster Proportional Control Valve Packs을 

선정하여 적용 하고자 한다.

[그림 3-846] 추진기 제어용 밸브팩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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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7] 추진기 제어용 밸브팩 제작도면

[그림 3-848] 추진기 제어 밸브팩 조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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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9] 추진기 제어 밸브팩 최종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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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기 제어 밸브팩 사양

[그림 3-850] 추진기 밸브팩 기술적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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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1] 밸브팩 내부 유압 회로도

③ 추진기 제어 밸브팩 컨트롤 보드  사양

㉮ General Specifications

- Dimension: 120 x 90 x 10mm

- Supply voltage: 10-30VDC

- Pressure tested to 5000m

- Output frequency: 1-2000Hz

- Output Resolution: 16bit (65535)

- Analog input resolution: 16bit (65535)

-  Weight: 120g

㉯ Features

- Compact Design

- LED indicators for diagnostics

- High Resolution Analog inputs

- Pressure Tolerant

- Daisy chain

- Multiple versions

- Water Detect

- Individual frequency control for all channels

- Phase offset to avoid high peek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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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2] 밸브팩 컨트롤 보드

[그림 3-853] 밸브팩 컨트롤 보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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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진기 제어 밸브팩 구성도

[그림 3-854] 추진기 및 추진기 제어밸브팩 구성도

(7) 수중 작업 공구 개발

(가) 수중 작업 공구(케이블 커터 및 그리퍼) 특허분석

국내·외 특허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진행

하였으며, 조사 관점은 케이블 커터 및 케이블 그리퍼와 관련한 선행기술 주자라 할 

수 있는 “Forum”의 “TA17 케이블 그리퍼”와 “HCV100 케이블 커터”와 동일 또는 유

사한 기술내용이 존재하는 지 여부의 판단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의 존재 

유무에 하여 확인하는 것이었다. ｢케이블*커터, Cable*Cutter, 케이블*그리퍼, Cable* 

Gripper｣란 키워드로 검색을 수행하였을 때 많은 수의 커터와 그리퍼가 검색되었으

나, 가위 타입의 전통적인 커터와 그리퍼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정하고자 하는 

형태의 동일한 그리퍼 및 커터는 보이지 않았으나 유사한 기술내용은 몇 건이 존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의 특허는 소멸되었고 표1의 3항의 Cable Gripper는 

등록되었으나 본 과제의 제품과는 다르고 수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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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특허번호 발명의명칭
출원/등록/
공개 일자

권리 
상태

1 10-0504216
텐션 조절이 가능한 케이블 메카니즘을 이용한 

로봇 그리퍼
2005-07-20 소멸

2 10-0511202 케이블 메카니즘을 이용한 로봇 그리퍼 2013-12-17 소멸

3 08608144 Cable Grippers 2013-12-17 등록

4 03848334
 HYDRAULICALLY ACTUATED CABLE CUTTER 

AND INDENTOR
1974-11-19 소멸

5 03886842
Self-cocking explosively actuated cable cutter 

with shock absorber
1975-06-03 소멸

6 06349474 Cable cutter 2002-02-26 소멸

7 05060378 Demolition Tool for a Hydraulic excavator 1991-10-29 소멸

[표 3-118] 케이블 커터 및 그리퍼 특허 조사

(나) 케이블 커터 및 그리퍼 구조/사양 분석

케이블 커터 구조 및 사양

- 케이블 커터는 주 램 실린더 로드에 블레이드(Blade, 커터 날)가 장착되고 케이블이 

커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앤빌(Anvil)을 동작시키는 보조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

다. 동작은 케이블을 몸체 안쪽으로 보내고 보조 실린더를 후진시켜 앤빌을 몸체의 

반 편 구멍에 끼운다. 램 실린더의 블레이드가 케이블을 자르게 된다. 전반적인 구

조와 주요 부품의 명칭은 그림1~그림3에 표시하였으며, 표2에 주요 사양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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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5] 케이블 커터 정면도

[그림 3-856] 케이블 커터의 칼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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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7] 케이블 커터의 절단용 실린더 구조

항목 사양 비고

케이블 지름 100mm (최대)

케이블 형식 피복 혹은 경량

최대 압력 640bar(주 절단 압력) 요구 최대 압력

작동유 광유계 오일

중량(대기/수중) 30kg/23kg

외형크기 249*190*620 가로*세로*높이

[표 3-119] 케이블 커터 설계 사양(FORUM社 TA19에 준함)

케이블 그리퍼 구조 및 사양

- 케이블 그리퍼는 그림4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작업 상물을 파지

할 수 있는 조(JAW)로 구성되며, 이 조(JAW)는 고정 조(JAW)와 작동 조(JAW)가 

한 쌍으로 되어 있다. 작동 조(JAW)는 편로드 복동 실린더와 기구 메카니즘으로 연

결이 되있으며, 기구 메카니즘은 ｢오버 센터 메카니즘(Over Center Mechanism)｣ 방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외력에 의해 일정 위치를 지나가면 외력이 없어지더라도 

기구가 잠금상태를 유지하는 메카니즘이다. 또한, 해당 장비의 특성상 심해에서 선

상으로 끌어 올려야하기 때문에 인양 고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압 호스를 외력

(케이블 그리퍼를 잡아 당기는 힘)에 의해 자동으로 탈거되는 구조가 그 특징특징

이라할 수 있다. 주요 사양을 표3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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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8] 케이블 그리퍼 외형

항목 사양 비고

당김력 23톤(최대)
라인부하(안전작동부하 아님)

SWL:Safe working load

케이블 형식 피복 혹은 경량

케이블 지름 17-100mm

작동유 광유계 오일

중량(대기/수중) 35kg/25kg

외형크기 360*394*632 가로*세로*높이

[표 3-120] 케이블 그리퍼 설계 사양(FORUM社 TA17에 준함)

- 케이블 그리퍼는 좌.우 플레이트와 링크, 그립이 나사로 연결된 구조이다. 그립은 

고정 그립과 이동 그립이 한 쌍을 이루고 있으며, 클램핑 실린더를 이용하여 이동 

그립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케이블을 잡는 방식이다. 링크는 플레이트 안쪽에 

한 축이 고정되어 있고, 3자유도의 링크 구조되어 있으며, 오버 센터 메카니즘을 통

해 클램핑 실린더에 유압을 차단하여도 기구적으로 풀리지 않는 구조이다. 작동 압

력은 190~200bar 정도이며, 이때 그립이 케이블을 죄는 힘은 략 8톤으로 계산된

다. 그립 안쪽에는 케이블의 슬립을 방지하기 위해 요철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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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9] 그리퍼 메커니즘 구조

(다) 케이블 커터 및 그리퍼 구조해석

케이블 커터 및 그리퍼 3D 설계 

[그림 3-860] 케이블 커터 3D 분해도

   

[그림 3-861] 케이블 그리퍼 3D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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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커터 및 그리퍼 구조해석

- 현재 설계된 케이블 그리퍼/커터의 구조 강성 및 유압 실린더의 내압 특성 등을 확

인하여, 안전성과 향후 차별화된 설계 보완을 위해 (재) 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구

조해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3-862] 케이블 커터 

유한요소해석

    

[그림 3-863] 케이블 그리퍼 

유한요소 해석

       

- 케이블 커터 구조 해석결과는 커터용 램 실린더의 추력을 8톤으로 가정시 블레이드 

끝단 발생 응력 529MPa(5,394kgf/㎠)로 계산되며, 블레이드 끝단 하중 조건으로 전

체 시스템 영향 없고, 최  조건(50.7톤)의 경우 선형해석상 영구변형이 되어 비선

형 해석이 필요하여 3차년에 진행 예정이다. 이때, 앤빌 하중점에서의 발생응력은 

270MPa(2,753kgf/㎠)으로 영구변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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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4] 케이블 커터 구조해석

- 램실린더 응력 해석결과는 실린더 하우징의 최  내압은 200MPa(2,039kgf/㎠)에서 

67㎛으로 미소변형량 발생한다. 실린더 사용 압력 60MPa(611kgf/㎠)하에서 약 20㎛ 

변형으로 전체 시스템 영향 없다.

[그림 3-865] 램 실린더 응력 해석 결과

 

- 케이블 그리퍼 구조 해석결과는 그리퍼의 그립력을 100kgf(0.1톤)으로 가정시 고정 

그립퍼측 링크에는 1.5MPa(321kgf/㎠), 가동 그립퍼측 링크에는 288MPa(2,936kgf/㎠) 

응력발생으로 영구변형 없다. 당김력(Line Pull Force) 25톤 작용시 시스템 최  응

력은 882MPa(8,993kgf/㎠)으로 후크 소재 선정시 고려할 예정이다. 그리퍼용 클램프 

실린더 사용 압력(21MPa) 작용시, 실린더 튜브는 49.2MPa(501kgf/㎠), 피스톤 및 로

드는 74MPa(754kgf/㎠)의 응력 발생으로 영구변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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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6] 그리퍼 구조해석

[그림 3-867] 그리퍼 실린더 구조해석

(라) 시제품 수정 및 보완 설계

케이블 그리퍼 시작품에 하여 경량화 설계( 기 상태 기준, 51kg->41kg) 및 JAW 

파지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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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8] 케이블 그리퍼 1차 시제품

[그림 3-869] 케이블 그리퍼 2차 시제품

유압 커플링 탈착 구조 개선

[그림 3-870] 유압커플링 

탈착구조(1/3)

    

[그림 3-871] 유압커플링 

탈착구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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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2] 유압커플링 탈착구조(3/3)

작동 및 성능시험(자체) : 시험용 실린더 공급압력 168bar에서 케이블 당김력 19.7ton 확보

[그림 3-873] 케이블 그리퍼 당김력 측정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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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4] 케이블 그리퍼 당김력 측정 결과

케이블 커터 시작품에 하여 경량화( 기 상태 기준, 48kg→43kg) 및 유압 블록 일

체화 설계

[그림 3-875] 케이블 커터 1차 시제품

[그림 3-876] 케이블 커터 2차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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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구조 변경 및 검증(해석)

[그림 3-877] 케이블 커터 설계도

    

[그림 3-878] 케이블 커터 구조해석 결과

운용 편의를 위한 핸들 및 프레임 설계/검증(해석)

[그림 3-879] 케이블 커터 핸들 

구조해석 결과

[그림 3-880] 케이블 커터 프레임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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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및 성능시험(자체) : 공급압력 189bar에 해서 최  컷팅 압력 558bar, Φ47 케

이블 절단시 절단 압력은 순간 250bar

[그림 3-881] 케이블 커터 성능 시험 결과

(마) 수조시험을 위한 기능 개선 및 준비사항

핸들(로봇팔이 툴을 잡는 부분) 형상 변경

- 핸들이 각형으로 되어 있어 로봇팔 핸들링이 용이하지 않음.

- 핸들링 시 미끄러짐 및 탈락 발생 가능성 우려됨.

- 핸들을 원형으로 하는 것이 툴 자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회전 및 아래보기 자세 가능

[그림 3-882] 케이블 커터 핸들 형상 변경 모습

케이블 그리퍼의 케이블 고정부 형상 및 고정 방법 개선

- 그리퍼가 케이블에 접근하는데 있어 그리퍼 입구의 크기와 형상에 의해 다소 어려

움 발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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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툴은 케이블의 크기 및 모양에 상관 없이 홀에 삽입되기만 하면 양쪽에서 조

이는 방식으로 케이블을 고정, 자체 개발/제작 툴은 그리퍼를 닫는 방식으로만 케

이블을 잡기 때문에 고정에 어려움 발생

[그림 3-883] 케이블 그리퍼 케이블 고정부 형상 개선

케이블 그리퍼의 핸들 및 조(JAW) 재분석

- 당초 핸들 설계시, 실제 ㈜KT서브마린에서 운용 중인 핸들 모양을 기반으로 설계

(원래 원형이었으나, 실제 운용시 사각 모양으로 하여 미끌림 및 회전 방지 목적이

었으며, 로봇팔의 그리퍼 부분에서 사각 모양의 홈을 만들어 사용).

[그림 3-884] 케이블 그리퍼 핸들 및 조 형상

- 케이블 그리퍼의 케이블 그립 방법에 해서는 검증시 상용 툴에는 조(JAW)가 부

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케이블 그립이 쉬운 것으로 보인 것이며, 실제 사용하는 

툴은 그림과 같이 조(JAW)가 부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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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핸들 재설계 및 제작

- 핸들 부분은 사각 모양과 더불어 원형 모양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 사

항에 맞게 원형 모양의 핸들 2종(케이블 커터 및 그리퍼)을 추가 설계/제작하였으

며, 소재는 SUS 계열을 이용하였다.

[그림 3-885] 작업 공구 핸들 설계도

작업 툴 운용 사전 점검

- 밸브 팩과 작업 툴 사이에 분배 블록을 설치하고, 분배 블록에 퀵 커플링을 장착하

여 유압 호스 연결을 용이하게 함.

- 밸브 팩의 배관재는 G1/4“-UNF1/4“를 사용하였고, 분배 블록 까지 사용한 유압 호

스는 1/4"*3000PSI*1W*2.5M짜리 6가닥(케이블 커터 4가닥, 케이블 그리퍼 2가닥)으

로 연결함.

- 분배 블록은 ROV 프레임에 취부 홀 작업이 불가하여 별도의 브라케트를 제작하여 

주변 취부 볼트를 이용하여 장착함.

- 로봇팔 왼쪽과 오른쪽 사양이 상이하여 로봇 팔 하나로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작업 툴 거치를 위한 버켓 위치를 수정( 양전기).

- 분배 블록과 작업 툴사이 배관 역시 동일한 유압 호스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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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6] 작업 공구용 버켓 수정 모습

[그림 3-887] 유압 분배 블록 설치 모습

로봇팔 및 작업툴 운용 결과

- 로봇 팔 운용 미숙 및 센서 등의 문제로 인해 작업툴의 낙하 및 주변 장치와의 충

돌로 인해 배관 및 프레임 등의 파손 현상 발생하였으며, 현장 임시 조치를 하여 

테스트를 진행.

- 작업툴 2개의 버켓 사이가 짧아 배관 및 유압 호스의 간섭 발생. → 위치조정 필요.

- 로봇팔 한 개를 이용하여 케이블 그리퍼로 케이블을 그립하고, 다시 케이블 커터를 

이동하여 케이블 커팅 작업을 완료.

- 작업툴의 낙하충격 및 충돌 등에 의한 프레임 파손에 해 좀 더 강성을 확보하고 

작업툴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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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시험 결과를 토 로 작업 툴을 개선하고, 로봇팔 문제 해결 및 운용 연습후 수

조시험 추진하기로 함.  

[그림 3-888] 작업툴 운용시 발생한 문제점

(바) 실해역 시험 준비

케이블 그리퍼 인양고리 변경 및 케이블 커터 보호를 위한 보호 구조물 제작

[그림 3-889] 케이블 그리퍼 

인양고리 변경

   

[그림 3-890] 케이블 커터 보호 

구조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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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퓰레이터 운용을 위한 툴 거치  변경

[그림 3-891] 작업공구 거치대 기존 모습

   

[그림 3-892] 작업공구 거치대 변경 모습

(8) 선상 관제 체계 기술 개발

(가) 운영룸 구성 및 HW 구축 

① 운영룸 구성안

- 선상 관제 시스템 구성을 위한 필요요소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됨.

- 전체 유닛을 보관 및 사용하기 위한 Container

- 운용을 위한 화면 구성용 Monitor Wall

- 플랫폼 제어용 Console Chair

- 내외부 파워 및 전원 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장 회로와 그에 따른 Rack

- 내외부 시스템 운용을 위한 전장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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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3] 선상 관제 시스템 구성도

㉮ Container

- 수중로봇 플랫폼 컨트롤용 유닛을 선박에서 운반 및 보관이 가능하도록 해상운반용 

CSC(Convention for Safe Container)가 승인된 20ft HC Container로 제작함.

- 해상 환경을 고려하여 내부에 불연 단열재 작업 및 컨트롤 유닛 구동을 위한 전기 

및 배선 공사를 함께 설계하여 진행함.

[그림 3-894] Container 3D 설계도 및 제작 완성품

㉯ Monitor Wall

-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운용효율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의 시인성 및 

포괄성과 운용자의 편의성 및 조작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함.

- Pilot과 Copilot와 함께 Supervisor의 시각적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눈높이를 일치시

킬 수 있도록 Console Chair와 연계하여 설계를 진행함.

- 화면의 크기 및 개수에 관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상단부와 하단부 별도 제작함.

- 실제 운용에 따른 모니터 개수 증가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수정 후 최종 제작품 설

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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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5] Monitor Wall 3D 설계도 및 제작 완성품

㉰ Console Chair

- 플랫폼을 제어를 위한 필수 부품인 Control Console을 Chair에 삽입하여 운용자의 

편의성 및 공간의 활용성을 높임.

- Chair의 내부에 좌우 이동 및 열선 등의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여 장시간의 작업에 

따른 운용자의 피로도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함.

- Control을 위한 Box 부분을 Chair와 별도 설계하여 실제 운용에 따른 Control Box 

배치 등의 최적화 변경이 용이하도록 제작함.

[그림 3-896] Console Chair 3D 설계도 및 제작 완성품

㉱ Rack

- 플랫폼 운용을 위한 부품(PC, DVR 등)을 진동 등의 외부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하기 위해 19인치 Rack을 사용함.

- 1190(W) x 750(D) x 1800(H) 36U Double Rack을 내부에 설치함.

- Copilot Consol Chair 뒤편에 설치하여 직접적인 조종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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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7] Rack 위치 설계안 및 완성품

㉲ Panel

- 운영룸에 한 주전원을 별도의 판넬을 제작하여 Front 측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식

- 외부에 MCT가 장착되어 판넬과 직접 연결 및 내부에 TR을 통해 440~110V 등의 

전기를 공급하도록 제작함.

[그림 3-898] 제작된 전장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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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원 및 제어시스템

① 선상관제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선상관제 패널 시스템 형상 및 구조 변경

기존 데스크형 방식에서 암레스트 체어 방식으로 변경( 최근 상용ROV들이 기존의 

데스크형에서 암레스트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ROV를 운영 하는 파

일럿이 더 선호하는 것 같아 변경 결정)

[그림 3-899] 선상관제 패널 시스템 형상 변경

㉯ 선상관제 시스템 파일럿 콘솔 기능분석

[그림 3-900] SMD Q1000 Trencher ROV Co-Pilot 콘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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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1] SMD Q1000 Trencher ROV Pilot LH 콘솔 기능

[그림 3-902] SMD Q1000 Trencher ROV Pilot RH 콘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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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3] SMD Q1000 Trencher ROV Co-Pilot HMI 기능

[그림 3-904] Forum Perry T800 Pilot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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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5] Oceaneering Magnum HMI

전원, 비상 관련 중요 기능을 꼭 버튼을 적용 해야 함

기타 부가 기능은 HMI에 적용할지 아니면 별도의 기능키를 적용 할지 검토가 필요함

(윈치제어, 카메라, 팬틸트, 추진기, 워터제트 기능, 머니 플레이터 등)

제어콘솔을 T800같은 데스크형으로 설계 하여 어느 정도 스위치 설치 공간의 여유

가 있으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별도의 스위치를 설치하면 제어에 유리 하다고 판

단됨.

파일럿의 선호하는 형태 분석도 필요함(기능 스위치가 많이 있는 방식을 선호 할 수

도 있고 심플한 방식을 선호 할 수도 있어서 선호도 조사가 필요함.)

㉰ 선상관제 제어시스템 구성

선상제어시스템의 제어방식 및 시스템 구성 방식 설계 완료

영상처리 관련하여 매트릭스 스위처 방식으로 설계 및 제품 사양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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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관제 제어시스템 주요 구성 부품 사양 선정 완료

Data Base 처리용 IPC

[그림 3-906] 선상제어용 DB처리용 IPC 사양

Pilot & Co-Pilot Human Machine Interface Tablet IPC

[그림 3-907] Human Machine Interface Tablet 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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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제어시스템 영상처리용 Matrix Switcher

[그림 3-908] Video Matrix Switcher

선상제어시스템 영상저장용 Hybrid Digital Video Recorder

[그림 3-909] Hybrid Digital Video 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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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관제실 전원 공급 시스템 설계

Electrical Circuit Design

[그림 3-910] 선상관제실 전원공급 시스템 설계도

Power Requirements

Input AC Parameters

Primary Voltage

Voltage 440/380/220 VAC

Frequency 60 Hz

Phase 3Ø Phase

Secondary Voltage

Voltage 220 VAC
Frequency 60 Hz

Phase 3Ø Phase

Rating 15 KVA

220V Supplies

UPS 9 ㎾

Air conditioner 3 ㎾

Light & Sockets 2 ㎾

Control Power 1 ㎾

[표 3-121] Electrical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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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조명 및 전장 배치

[그림 3-911] 내부 조명 및 전장 배치

(다) 운영 콘솔

운용 콘솔은 크게 URI-T 상태 도시를 위한 전방 모니터월, 제어 명령 입력을 위한 

터치패널 및 제어콘솔로 이뤄짐.

① 모니터월

모니터월은 전시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센서정보 도시용 21.5인치 모니터 8 , 

URI-T 상태 도시용 42인치 모니터 2 로 구성되어 있음.

㉮ 센서정보 도시용 모니터

DVR, 카메라, TSS, USBL, Winfrog 등 전용 센서 화면을 전시하는 화면으로 사용자

의 기호에 따라 Video Matrix를 이용해 배치함.

㉯ URI-T 상태 도시용 모니터

해당 모니터는 CitectSCADA 프로그램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시함.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터치패널을 이용해 1분할 또는 4분할로 나눠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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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2] 전방 모니터월

② 터치패널

터치패널은 11인치 터치 태블릿PC (Getac, F110)를 이용해 구현되어 있으며 해당 PC

의 상세 사항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3-913] 터치 태블릿PC 사양

CitectSCADA 프로그램을 이용해 명령을 전달받고, 파일럿용, 부 파일럿용으로 총 2

개가 있으며, 각각 콘솔체어에 전용 도킹스테이션을 이용해 부착되어 있음.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817

[그림 3-914] 터치 태블릿PC(위: 파일럿용, 아래: 부 파일럿용)

③ 제어콘솔

제어콘솔은 콘솔체어에 설치가 되어있으며, URI-T 또는 파워시스템의 전원 관리, 

URI-T 이동 및 팬틸트 조작, 윈치 조작, 비상 정지의 기능을 함.

파일럿, 부 파일럿의 역할에 따라 조이스틱 및 버튼 등의 위치를 배치함.

[그림 3-915] 제어콘솔 3D 설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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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6] 제어콘솔 실제 이미지

㉮ 파일럿 제어콘솔

[그림 3-917] 파일럿 제어콘솔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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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unction

[그림 3-918] 수직 조이스틱

- X 축 : URI-T의 yaw 모션
- Y 축 : URI-T의 heave 모션

[그림 3-919] 수평 조이스틱

- X 축 : URI-T의 sway 모션
- Y 축 : URI-T의 surge 모션

[그림 3-920] 팬틸트 조이스틱

- X 축 : pan 모션
- Y 축 : tilt 모션
- Z 축 : zoom in/out

[표 3-122] 파일럿 제어콘솔 기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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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unction

[그림 3-921] 팬틸트 샐랙터

- 다수의 팬틸트에서 원하는 팬틸트를 선택하여 팬
틀트 조이스틱으로 움직이게 함

[그림 3-922] 전원 제어 버튼

- URI-T, HPU, Waterpump (STBD, PORT)에 공급되
는 전원의 On/Off 스위치

[그림 3-923] 비상 버튼

- URI-T 운용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사용되어지며, 
공급전원을 셧다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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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파일럿 제어콘솔

[그림 3-926] 부 파일럿 제어콘솔 기능 설명

Item Function

[그림 3-924] 모션 제어 조그

- pitch, yaw, surge, sway, heave 모션 명령을 미세
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그

- yaw의 경우, 조그를 이용하여 URI-T의 헤딩각도
를 직접적으로 조절

- 나머지 모션은 해당 모션으로의 추진기 구동

[그림 3-925] 트랙볼

- 파일럿이 담당하는 전방화면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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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unction

[그림 3-927] 팬틸트 조이스틱

- X 축 : pan 모션

- Y 축 : tilt 모션

- Z 축 : zoom in/out

[그림 3-928] 윈치 조이스틱

- Y 축 : 윈치 Payout/Haulin

[그림 3-929] 전원 제어 버튼

- URI-T, HPU, Waterpump (STBD, PORT)에 공급되

는 전원의 On/Off 스위치

[표 3-123] 부 파일럿 제어콘솔 기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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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unction

[그림 3-930] 윈치 셋팅 버튼

- 윈치의 구동 전원 버튼 및 알람 리셋 버튼

[그림 3-931] 비상 버튼

- URI-T 운용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사용되어지

며, 공급전원을 셧다운시킴

[그림 3-932] 트렉볼

- 부 파일럿이 담당하는 전방화면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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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 소프트웨어

URI-T 운용 소프프트웨어는 장비 인터페이스를 위한 URIT_CNT_System 소프트웨어, 

항법용 소프트웨어 (Navigation), 네트워크 중계를 위한 서버 소프트웨어 (DM_Serer), 

HMI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CitectSCADA)으로 나뉨.

URIT_CNT_System과 Navigation은 DM_Server를 통해 CitectSCADA로 취득 및 계산된 

데이터를 전송하고, CitectSCADA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전시함. 그리고 태블

릿 PC (Citect을 이용한 데이터 입력)로부터 입력 받은 명령은 다시 DM_Server를 통

해 URIT_CNT_System과 Navigation으로 전송됨.

앞서 언급된 소프트웨어의 상세 관계도와 통신 주기는 아래의 그림에 표시함.

[그림 3-933] 소프트웨어 관계도 및 통신 주기

각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정의한 구조체에 상태변수들을 등록하고, 해당 구조체를 복

사하여 데이터 교환을 함.

URIT_CNT_System은 DM_Server와 TwinCAT에서 전용으로 제공하는 ADS 통신을 이

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하고, CitectSCADA는 역시 전용으로 제공하는 API 함수를 이

용한 통신을 함.

Navigation (NaviCan) 및 각종 센서 장비는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함.

다음의 그림에서 각 소프트웨어에 정의된 구조체와 각 소프트웨어의 통신 방법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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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4] 각 소프트웨어의 구조체 정의 및 통신방법

① CitectSCADA 프로그램

CitectSCADA는 서버 1개, 클라이언트 3개로 구성되며, 총 4개의 화면을 지원함. 

각 화면은 URI-T의 정보를 도시하는 2개의 화면 (파일럿용, 부 파일럿용), URI-T에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2개의 화면 (파일럿용, 부 파일럿용)으로 구성됨.

CitectSCADA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DM_Server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음.

[그림 3-935] CitectSCADA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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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 도시 화면

CitectSCADA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정보 도시 화면을 구성함.

Pilot 전방화면은 1분할 또는 4분할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랫폼의 운용에 필요한 정

보들을 초기화면에 구성하였고, 필요시 파일럿 좌측에 위치한 터치 태블릿PC를 이

용해 화면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작.

[그림 3-936] Pilot 전방화면

부 파일럿 전방화면은 1분할 또는 4분할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플랫폼의 상태 등

을 확인할 수 있게 초기화면을 구성하였고, 필요시 부파일럿의 우측에 있는 터치 태

블릿PC를 이용해 화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작.

[그림 3-937] Co-Pilot 전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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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화면

플랫폼의 유압 전원 상태 및 온도, 압력, 부피, 주요 알람 등의 정보를 간략하게 표현.

[그림 3-938] 메인 화면 구역별 설명

1 - 플랫폼 내부 내압용기 공급 전원 표시

2 - 윈치의 케이블 길이 및 장력 표시

3 - 유압 모터 동작 및 모터 출력 표시

4 - 리저버 부피 및 온도, 추진기 및 툴의 압력 표시

5
- 시스템 경고에 대한 시간 경고명 상태 표시
- 온도, 압력, 부피, 전원, 누수, 습도, 화재 경고등 표시

㉯ 네비게이션

플랫폼 조종에 한 항법관련 정보 표시.

[그림 3-939] 네비게이션 화면 구역별 설명

1
- 자동항해모드 활성/비활성, 기준 값 표시
 (수동/수심/방향/속력/해저고도)

2 - 플랫폼 자세 표시

3 - 위치, 회전수(플랫폼), 속도, 조류 속도 표시

4 - 플랫폼과 선박의 상대적 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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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라인

플랫폼 장치별 유압 상태 및 정보 표시.

[그림 3-940] 유압라인 화면 구역별 설명

1 - HPU 온도 표시

2 - 리저버 온도, 부피 표시

3 - 좌현 추진기 밸브팩 온도, 압력 표시

4 - 좌현 툴 밸브팩 온도, 압력 표시

5 - 우현 추진기 밸브팩 온도, 압력 표시

6 - 우현 툴 밸브팩 온도, 압력 표시

㉱ 장치별 전원

플랫폼 장치별 전원 상태 및 정보 표시.

[그림 3-941] 설명전원상태 화면 구역별 설명

1 - 파워밴_1의 전원상태 표시

2 - 파워밴_2의 전원상태 표시

3 - 윈치 전원상태 표시

4 - 선상제어실의 전원상태 표시

5 - 플랫폼 메인 내압용기 전원상태 표시

6 - 플랫폼 컨트롤 내압용기 전언상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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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압 용기 및 파워밴

내압 용기 및 파워밴 전원 상태 및 정보 표시.

[그림 3-942] 내압용기와 파워밴 상태 화면 구역별 설명

1 - 파워밴_1의 상태 표시
2 - 파워밴_2의 상태 표시
3 - 내압용기_전원의 상태 표시
4 - 내압용기_Navi의 상태 표시
5 - 내압용기_Inst1의 상태 표시
6 - 내압용기_Inst2의 상태 표시

㉳ 워터벳 및 모션베이스

워터벳 및 모션베이스 상태 및 정보 표시.

[그림 3-943] 워터벳 및 모션베이스 상태 화면 구역별 설명

1 - 워터펌프 밸브_좌현 개패정도 표시
2 - 워터펌프 밸브_우현 개패정도 표시
3 - 워터펌프 모터_좌현 상태정보 표시
4 - 모션베이스 상태정보 표시
5 - 워터펌프 모터_우현 상태정보 표시
6 - 제팅암 위치정보_좌우 표시
7 - 제팅암 로드셀 센서 정보 표시
8 - 제팅암 위치정보_상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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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및 모션베이스 유압정보

툴 및 모션베이스 유압 정보 표시.

[그림 3-944] 툴 유압정보 화면 구역별 설명

1 - TSS 압력 정보 표시

2 - 로봇팔 압력 정보 표시

3 - 모션베이스 압력 정보 표시

4 - 커터 압력 정보 표시

5 - 그리퍼 압력 정보 표시

㉵ 추진기 유압정보

추진기 유압정보 표시.

[그림 3-945] 추진기 유압정보 화면 구역별 설명

1
- 좌현(PORT) 추진기 유압 정보표시
- 전방 Forward : F, 후방 Astern : A
- 수평 Horizontal : H, 수직 Vertical: V 

2
- 우현(STBD) 추진기 유압 정보표시
- 전방 Forward : F, 후방 Astern : A
- 수평 Horizontal : H, 수직 Vertica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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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 제어 상태

추진기 제어 상태 및 정보 표시.

[그림 3-946] 추진기 제어입력, RPM정보 화면 구역별 설명

1
- 좌현(PORT) 추진기 제어입력 및 RPM 정보표시
- 전방 Forward : F, 후방 Astern : A
- 수평 Horizontal : H, 수직 Vertical: V 

2
- 우현(STBD) 추진기 제어입력 및 RPM 정보표시
- 전방 Forward : F, 후방 Astern : A
- 수평 Horizontal : H, 수직 Vertical: V 

3
- 플랫폼 진행방향 화살표 표시
- 전, 후, 좌, 우, 회전(CW, CCW)

㉷ 인버터

인버터 상태 및 정보 표시.

[그림 3-947] 인버터정보 화면 구역별 설명

1 - HPU 인버터 상태정보 표시

2 - 좌현_워터펌프 인버터 상태정보 표시

3 - 우현_워터펌프 인버터 상태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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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라이트

플랫폼 라이트 상태 및 정보 표시.

[그림 3-948] 플랫폼 라이트 화면 구역별 설명

1 - 플랫폼 라이트 On/Off 및 밝기 정보 표시

2 - Pantilt 장비 선택 정보 표시

③ 명령 입력 화면

터치 펜던트를 통해 Pilot, Co-Pilot 전방화면을 전환하며, 플랫폼을 제어할 수 있음.

A : 제어창 전환

B : 프로그램 종료

C : User입력 및 전방화면 전환

[그림 3-949] 선상제어 터치 시스템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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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화면 전환 제어 화면

Pilot, Co-Pilot의 전방화면을 각각 제어 가능.

[그림 3-950] 전방화면 전환 제어 화면

1 - 전방화면 구역 선택 창

2 - 전환화면 선택 창

㉯ 네비게이션 및 유압 제어화면

플랫폼의 유압 모터 속도 제어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제어 값 조정.

[그림 3-951] 네비게이션 및 유압 제어 화면

1 - 자동 항법 모드 활성/비활성

2
- 자동 항법 모드별 기준 수치 표시 창
- 수심 제로 세팅

3 - 자동 항법 기준 수치 변경 버튼 및 바

4
- HPU 모터 속도 표시 및 조절
- 화살표 모양을 이용하여 5단위로 조절
- 우측 버튼을 이용하여 정해진 속도 조절

5
- 유압 조절 버튼
- 화살표 모양을 이용하여 5단위로 조절
- 우측 버튼을 이용하여 정해진 속도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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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젯 제어 화면

워터젯의 워터펌프, 드레인벨브, 모션베이스를 제어

[그림 3-952] 네비게이션 및 유압 제어 화면 워터젯 제어 화면

1
- 워터펌프 밸브 개패 버튼
- 밸브 수치 표시

2
- 워터펌프 모터 속도 표시 및 조절 버튼
- 2-1, 2 :좌현, 우현 동시 조절

3
- 제팅암 위치 표시 및 조절 버튼
- 3-1 : 좌현, 우현 동시 조절

④ DM_Server

DM_Server는 EtherCAT 및 Navigation과 CitectSCADA를 네트워크 연결해주는 기능을 함.

앞서 언급된 구조체는 다음의 네트워크 시퀸스 다이어그램에 표기한바와 같이 공유됨.

ADS 통신, API 통산, 소켓 통신 (시리얼 통신)은 각각 초기화 및 연결과정을 거치게 

되며, 주어진 주기 로 통신을 이행함.

각각 한 사이클의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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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53] 네트워크 시퀀스 다이어그램

⑤ URIT_CNT_System

URIT_CNT_System은 Beckhoff사의 EtherCAT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TwinCAT V3.1.4022.20으로 사용되고 있음.

URI-T, Surface Van (선상관제시스템), Power Van (파워제어시스템)에 장착된 장비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종류로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에 

한 입/출력, 시리얼통신, 업다운카운터, 전압 및 전류 측정 등이 있음.

해당 소프트웨어는 기능에 따라 총 9개의 상위 클래스와 13개의 하위 클래스가 있음.

아래 2개의 그림은 기능에 따라 정의된 8개의 상위 클래스임.

BaseEquip는 데이터 전달용 구조체의 상태용 구조체와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출력 

장비들에 한 정의.

Controller는 제어기, Navigation은 추진기 구동에 한 기능을 담당하고, RPM_Counter

는 구동된 추진기의 RPM을 측정함.

PowerVan_Status는 파워밴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함.

ADS_Server는 DM_Server와의 통신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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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Stick은 조이스틱 및 조그를 통해 입력받은 명령을 관리하는 클래스임.

Status_Warning은 상태오류에 따른 경고 및 알람을 관리하는 클래스임.

[그림 3-954] 상위 클래스_1

[그림 3-955] 상위 클래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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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개의 그림은 1개의 상위 클래스와 이를 상속하는 13개의 하위 클래스임.

Serial_Server는 시리얼 통신을 관리하는 클래스이고, 나머지는 각 장비와의 시리얼 

통신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데이터를 파싱하는 클래스임.

[그림 3-956] 상위 클래스 1개와 하위 클래스

[그림 3-957] 하위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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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Navigation

Navigation 소프트웨어는 DVL, IMU, Depth, USBL 와 같은 항법 센서와 인터페이스

를 담당하고 있으며, 취득한 센서 정보를 이용해 URI-T의 위치, 속도 등의 정보를 

추측 및 계산하여 DM_Server로 전달함.

케이블 탐지 시스템인 TSS350&440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 취득한 정보

를 이용해 항법 알고리즘을 구현함.

그 외로 심양자동화 연구소의 연구를 위해 URI-T의 정보를 해당 Navigation 소프트

웨어에서 전달 받음

(9) 선상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가) 고효율 수중전원 공급장치(PDU) 상세설계

① PDU(Power Distribute Unit) 설계변경

벤치마킹한 T-800기준의 PDU설계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기존 HTVU 설계보다, 

Water Pump에 적용할 정속의 Soft-Starter보다 속도가 가변되는 LV-Driver의 효용성이 

뛰어나서 설계를 변경함.

구  분 기존방식(Soft-Stater) 설계변경안(LV-Driver)

장점 단순한 구조 비용이 저렴

▘시스템화된 구조 사용이 편리함

▘모터공급전원 상태 확인가능

▘과전류 또는 지락 보호장치가 내장됨

▘펌프용 모터 속도제어가능

▘모터 속도 및 토오크 제어가 용이

▘에너지 절약(저속 시동 모드 가능)

▘상위 제어기와 시리얼 통신으로 모든 

제어명령 및 전원 상태 표시

단점

▘모터 보호에 취약(돌입전류)

▘모터 속도 제어가 불가능함

▘비상상황 시 차단이 느림

▘전원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추가의 

장비 설치가 필요함

▘상위제어기와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추가의 제어시스템이 필요함

비용이 다소 높음

[표 3-124] PDU 기존방식과 설계변경안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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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DU 주요자재 선정

PDU에 적용할 Soft-Starter, LV-Driver, HVTU 선정 및 상세설계를 실시함

Soft-Stater는 Danfoss사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상세하게 2D, 3D도면화하여 POWER 

VAN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그림 3-958] Soft-Starter 설계과정 및 실제품

LV-Driver는 Vacon사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상세하게 2D, 3D도면화하여 POWER 

VAN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그림 3-959] LV-Driver 설계과정 및 실제품

HVTU는 국내 KOC사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상세하게 2D, 3D도면화하여 POWER 

VAN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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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0] HVTU 설계과정 및 실제품

③ Power VAN 상세설계

PDU를 선상에 탑재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위하여 20피트 컨테이너형태의 Power 

VAN내부에 구축한다. 선정된 PDU주요자재와 실내 온도조절 Air-Conditioner, 안전펜

스, 화재감지기등을 설치하고 실내에서 간단한 수리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설계가 중요함.

기 설계된 Soft-Stater, LV-Driver, HVTU의 2D와 3D도면을 이용하여 Power VAN의 

설계를 실시하였음.

[그림 3-961] Power VAN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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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OV 전원공급장치(Power CAN) 상세설계

① Power CAN 구성도면

POWER CAN은 PDU로부터 AC2,100[V] 공급받아서 ROV의 조명장비, 제어용 CAN, 

각종 센서와 카메라등에 AC220[V]와 DC24[V]를 분배하는 장비이며, 그림-6에 Power 

CAN의 구성도를 보여줌.

[그림 3-962] Power CAN 구성도면

POWER CAN에는 전압이 높은 중량의 트로이달 트랜스와 고출력의 SMPS, 조명밝기

제어용 SSR로 구성이 되며, 이를 3D형상화하여 고정용 프레임을 설계하였으며, 설

계도면 로 제작하여 조립함.

(다) 고효율 수중전원 공급장치(PDU) 구축, 시험운전

① HPU 기동 운전 시험

3차년도 설계한 HPU용 PDU구축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실시하였다. 외부에 350[KW]

발전기를 사용한 초기시험에서 HPU 모터의 순간적 역회전과 큰 진동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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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3] Soft-Starter 구성 HPU 구동시험

외부 발전기를 500[KW]급으로 변경하고 440[V] 전선을 허용전류 2배급으로 변경하

여 재시험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역회전과 진동으로 인하여 원인을 분석하였다.

불규칙 기동원인은 아래와 같이 분석이 된다.

고압트랜스와 모터의 Inductance로 인하여기동 시 급격한 돌입전류 발생하며 이로 인

하여 발전기에 과부하가 발생함

발전기 과부하는 발전기 RPM을 저하시키며 전원주파수 60[Hz]에 변동을 발생함

주파수 변동으로 Soft-Starter의 SCR 스위칭타이밍이 틀어지며, 모터의 순간적 역회전 

발생이 일어나며, 모터에 큰 진동을 발생함

[그림 3-964] 모터기동방식별 기동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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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Starter를 LV-Driver로 체한 그림-3과 같이 구성하여 HPU 모터를 운전시험한 

결과 정상적으로 기동함.

[그림 3-965] LV-Driver 구성 HPU 구동시험

② Water Pump용 PDU 전원공급 시험

Water Pump용 PDU를 실증센타에 구축하고 시연용 테더케이블을 ROV의 터미널정션

박스(Terminal Junction BOX, 이하 T.J.B)에 결선하였다. Water Pump는 운전상황이 되

지않아서 T.J.B 단자에 검교정받은 6,600[V]급 Power Transformer를 결선하여 출력전

압을 측정함

[그림 3-966] Water Pump용 PDU 전압시험

검교정 P.T의 규격은 실제전압은 6,600[V]일 경우 110[V]가 측정되도록 설계되었으

며, 본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은 4,160[V]는 69.33[V]가 측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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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전압은 69.8[V]이며 이를 환산하면 4,188[V]이다. 공급되는 전압이 정확한 

440[V]가 아니라 실제 측정한 전압은 454[V]이기 때문이다.

                ℛ  

            ℛ 
 × 

  

(라) ROV 전원공급장치(Power CAN) 제작 및 탑재, 시험

ROV내 각종 카메라, 센서, Valve 제어보드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선상에서 

공급하는 2,100[V]를 220[V]로 변환하는 트로이달 트랜스모듈을 제작하여 시험함.

트로이달트랜스에서 220[V]를 공급받아서 Instrument CAN-1,2와 Navigation CAN, 

Valve Pack에 DC24[V]를 공급하고, TSS모듈에 AC220[V]를 공급하는 POWER CAN

을 제작하고 시험함.

① POWER CAN 제작, ROV 탑재, 시험

[그림 3-967] 트로이달 트랜스모듈 3D도면과 설치사진

트로이달트랜스 모듈을 시험하기 위하여 선상용 승압용 트랜스에 440[V] 단상을 공

급하고 테더케이블을 통하여 T.J.B낸 트로이달트랜스 출력단을 측정하여 220[V]를 

확인하였으며, 포항실증센타 전원출력이 454[V]여서 실제 측정된 전압은 231[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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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8] 트로이달 트랜스모듈 시험구성

① POWER CAN 제작, ROV 탑재, 시험

POWER CAN은 ROV의 조명장비, 제어용 CAN, 각종 센서와 카메라등에 AC220[V]와 

DC24[V]를 분배하는 장비이며, 내압용기내 설치되어 수중케이블을 통하여 Instruement 

CAN-1,2, Navigation CAN, TSS, 조명에 공급한다.

[그림 3-969] Power CAN 3D도면 및 설치사진

구성품 단위 수량 비고
전원모듈-1(800W Instrument CAN-1) SET 1
전원모듈-2(800W Instrument CAN-2) SET 1
전원모듈-3(400W Navigation CAN 및 
Power CAN 내부전원)

SET 1

Ether CAT모듈 SET 1 POWER CAN상태 및 조명제어
조명 ON/OFF RELAY EA 5 7개의 조명중 6개를 3그룹으로 묶음.

1개는 예비용임조명 밝기제어 SSR EA 5
RTD온도센서 EA 1
누수센서 EA 1
FAN EA 1
고정 프레임 SET 1

[표 3-125] POWER CAN 구성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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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원을 공급하여 각 내압용기의 수중케이블에서 23.9[V]~24.1[V]가 공급되는 것

을 확인하고 전원을 투입함, 투입된 전원을 통하여 각종 카메라와 Ether CAT, 통신

등을 확임함.

Ether CAT는 POWER CAN 내부에 설치되어서 선상제어실에서 제어하는 조명제어에 

따라서 조명 ON/OFF 및 밝기 제어를 수행하며, POWER CAN에서의 전원의 전압 및 

전류, 온도상태, 누수상태등을 통신으로 선상제어실에 알려준다.

[그림 3-970] Power CAN 3D도면 및 실제품

모듈 모듈기능 용도 수량

EK1100 EtherCAT Coupler EtherCAT통신용 1

EL9011 EtherCAT End Cover EtherCAT통신용 1

EL1004
4-Point Digital Input with 
DC24V

누수센서(2EA) 1

EL2008 NPN 8-Point Digital Output
1) 수중 Light On/Off Relay 제어(Light 7EA, 

Spare 2EA)
2) 내부 순환용 FAN 제어

2

EL3204
RTD(PT100) 4-Ch Temperature 
Input

PT100 온도센서2EA입력용 1

EL3581 Digital Multi Meter

1) MAIN AC220V 전압, 전류
2) INST-1 CAN 공급 전압, 전류
3) INST-2 CAN 공급 전압, 전류
4) NAVI. CAN 공급 전압, 전류

4

EL4004
Digital to Analog 4-Ch 
0~10[V]

수중 Light Dimmer 제어 3

[표 3-126] POWER CAN용 Ehter CAT구성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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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밸브팩 제어보드 제작 및 설치 시험

ROV에 탑재된 추진기를 제외한 유압관련 각종장비(TSS, Cutter, Gripper, 로봇팔)를 

제어하기 위하여 유압밸드팩이 구성된다. 이런 유압밸브를 제어하고 유압의 압력을 

받아서 선상제어실로 전송이 가능한 제어보드가 필요하다.

본과제 ROV에 사용되는 밸브팩은 2종이며, 우현과 좌현에 구축된다. 우현 밸브팩은 

15개의 밸브제어와 12개의 압력센서 입력회로가 필요하며, 좌현 밸브팩은 11개의 밸

브제어와 9개의 압력센서 입력회로가 필요하다.

추진기에 사용되는 외국산 제품을 적용하려고 하였지만 밸브제어 개수와 압력센서 

입력회로수가 맞지 않아서 자체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개발완료한 제품을 실제 밸브

팩에 적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구분 외국산제품(추진기) 제어보드 국산화 개발 제어보드

사진

밸브제어 12-Ch 16-Ch

압력입력 6-Ch 14-Ch

워터센서 1-Ch 1-Ch

통신방식 RS-485 1-Ch RS-485 1-Ch

[표 3-127] 밸브제어보드 비교

밸브팩 제어보드는 32Bits ARM Core CPU를 사용하였으며, 밸브제어출력은 Photo- 

Coupler 절연회로를 통하여 밸브전원을 ON/OFF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압력센

서 입력회로는 절연된 Source형 4~20mA 입력회로로 구성하여 CPU 내장 12Bits AD 

변환기를 사용하였다.

워터센서 입력회로는 그림-8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두전선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임피던스와 비교하여 수분을 감지하는 회로로 구성하였다.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848

[그림 3-971] 수분검출 회로도

제어보드는 입출력, 전원회로 모두를 절연화하여 밸브팩내에서 절연유를 충진하여도 

상호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972] 밸브제어보드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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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Power VAN(인버터내장)

① 전기도면 Block Diagram

[그림 3-973] POWER VAN-1 전기블럭도

② A.C.B(Air Circuit Braker: UAN16-ABM2C2S067LV2)

3 의 300[KVA] HVTU와 인버터용량떄문에 1,600[KVA] A.C.B(Air Circuit Breaker)를 

설치하였으면 모델명은 현 중전기 UAN16-ABM2C2S067LV2이며, A.C.B Trip 특성은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그림 3-974] A.C.B Trip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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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ower Meter(광성계측, KDY-AC)

POWER VAN 주전원의 전압, 전류, 역률, 전력을 검침하기위하여 POWER METER는 

(주)광성계측의 KDY-AC를 선정하였다. 본 POWER METER는 통신기능이 내장되어 

Control Van에서 통신으로 전압, 전류, 역률, 전력값을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 기능

∙ V, A, W, PF,var, Hz, Wh,계측치 표시

∙ CT, PT 1차값 사양을 임의대료 변경가능

∙ Modbus통신 기능 지원

입력범위

∙ 선간전압 40~500[V]

∙ 전류입력(공통):0.1~6[A]

∙ 주파수 :45~75[Hz]1

∙ 1∅2W,1∅3W,3∅3W,3∅4W공용

[표 3-128] KDY-AC사진 및 상세사양

④ Ground Fault Relay(경보: GDR-B01)

H.V.T.U(High Voltage Transformer Unit)에 ROV까지 공급되는 4,170[V] 3상이 해수 또는 

선박과의 지락(GROUND)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기위하여 ZCT(Zero Current Transformer)

에 공급되는 3상전력선을 통과하여 본 G.F.R을 이용하여 지락을 감시하는 회로를 추

가하였다.

사진 기능

∙ 5개의 Relay 접점출력
∙ 정격 주파수 (50/60[Hz])
∙ 접점유지시간 조정(0~60[sec])
∙ Remote Reset기능
∙ Modbus통신 기능 지원

사양

∙ 과부하 내량 : 정겨전류(5[A])의 2배
∙ 정격제어전원 : AC/DC 110~220[V]
∙ 순시지락과전류 : 2~50[A]
∙ 순시동작시간특성 : 40[msec]이하

[표 3-129] GDR-B01의 사진 및 상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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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어판넬 설치사진

[그림 3-975] 제어판넬 구성

⑥ Power VAN-1 구조도면

[그림 3-976] POWER VAN-1 구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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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Power VAN-2(HVTU내장)

① 전기적 Block Diagram

[그림 3-977] POWER VAN-2 전기블록도

 

② ZCT(Zero Current Transformer)

4,170[V] 3상 고압선의 지락을 검출하기 위하여 고압 J/B로 출력되는 3선의 고압선

을 관통하여 그 상태를 G.F.R에 전송한다.

③ High Voltage Fuse

4,170[V]에 약 50[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며, ROV운용시 HPU 및 Water Pump에 과부

하가 발생하여 H.V.T.U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체적인 전원계통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압용퓨즈를 사용하여 ROV공급전원의 과전류발생시 차단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사진 특징

본제품은 큰 단락 전류가 흐를 때, 퓨즈 내부에
서 발생 하는 저항에 의해 단락 전류가 파고치에 
달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한류 작용을 통해 최소 
시간 내에 단락 전류를 차단하여 개폐기, 제어기
기 계통 회로에 발생하는기계적, 열적 손상을 최
소화 시킬 수 있는 보호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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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V.T.U 및 Z.C.T, FUSE 설치사진

[그림 3-978] HVTU와 HIGH Voltage Fuse, ZCT 설치구조

⑤ POWER VAN-2 구조도면

[그림 3-979] POWER VAN-2 구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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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Power VAN 제작과정

[그림 3-980] POWER VAN 제작과정

 

(10) 핵심 요소 기술 개발

(가)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① 개발 목적

해저케이블 매설 작업은 수중 로봇을 원격 조작함으로써 수행되고 있음. 특히, 매니

퓰레이션 작업은 로봇 팔의 모든 자유도를 오퍼레이터가 원격조작을 통해 조종함. 

이 경우, 오퍼레이터는 카메라 영상 정보와 각종 센서 정보 등 한정된 정보만으로 

수중 공간의 작업 상황을 인지해야 함. 더욱이, 오퍼레이터는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매니퓰레이터의 모든 자유도에 한 조작 명령을 인가해야 함. 결과적으로, 수중에

서 원격 조작하는 작업들은 많은 작업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숙련된 오퍼레이

터를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함. 

수중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율 제어를 이용한 연구들이 일부 보고되었음. 

기존에 보고된 연구들은, 소나 센서 기반 기술 및 영상 기반의 접근 방식을 이용하

여 객체의 위치를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 기법들은 운용자

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으나, 물체의 자동 인식 과정의 신뢰도 이슈로 인해 실

제 작업현장에는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Oceaneering사에서 10년간 ROV 오퍼레

이터로 근무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ROV에는 많은 자동 기능이 있지만, 오퍼레

이터는 오작동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기능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855

URI-T에 포함된 매니퓰레이터의 원격조작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시스턴스 기술

을 개발함. 어시스턴스 기법은 운용 중 오퍼레이터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에 제안된 자율제어기법에 비해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함. 제안하고자 하는 어시

스턴스 기법의 기본 개념은 단순한데, 카메라 영상에 해 오퍼레이터가 터치스크린

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매니퓰레이터가 목표물의 위치를 추정하

여 이동하게 하는 것임. 이 개념은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작업 보다는 작업물로의 

이동 등 거시적 조작(gross motion)을 보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제안된 어시스

턴스 기법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터치스크린 입력을 이용한 목표물 위치 및 자세 추정

- 위치/자세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원격조작을 보조하는 제어 구조

② 터치스크린 입력을 사용한 작업물 위치 추정 기술 개발

터치스크린 입력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함. 이를 위해, 

먼저 ROV에 두 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목표물을 바라보는 영

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함. 또한, 운영 룸에는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오퍼레이

터가 조작 명령을 입력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함. 통상적으로, ROV 시스템에

는 매니퓰레이션 작업을 위해 다수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조작 편의성을 향

상 시키기 위해 터치스크린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위의 가정은 현

실적인 가정들임.

㉮ 터치스크린 입력 설정

제안하는 위치 추정 기법은 각 카메라의 영상에서 세 개의 점 정보(두 의 카메라 

영상에서 총 여섯 개의 점 정보)를 활용함. 아래 그림은 제안된 기법에서 사용하는 

터치 입력 정보를 나타냄

[그림 3-981] 작업물 위치/자세 추정을 위한 터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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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물의 위치 추정

아래 그림은 목표물의 위치 추정을 위한 개념도를 나타낸 그림임. 아래 그림에는 목

표물 위치 추정에 사용된 좌표계도 함께 도시되어 있다. 월드 좌표계 W와 영상 좌

표계 Ii 간의 상  위치는 매니퓰레이터와 카메라의 배치 위치에 따른 기하학적 관

계에 의해 주어짐. 카메라 초점 좌표계 Ci의 위치는 각 카메라의 위치 Ii와 카메라의 

초점거리 f에 의해 결정됨. 카메라의 초점거리는 캘리브레이션 툴을 활용하여 쉽게 

확인 가능 함. 

[그림 3-982] 작업물 위치 추정 개념도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사용하여 월드 좌표계에 한 초점 좌표의 원점 Pci를 구할 

수 있음. 또한, 영상 좌표계 상의 목표물 중심점 정보 (터치입력 그림의 ①번 정보)

는 좌표 변환을 통해 월드 좌표계에 해 표현할 수 있음.

따라서, 카메라 초점좌표의 원점과 목표물 중심점을 잇는 직선을 구할 수 있으며, 

카메라 1,2번 영상에 해 이 작업을 수행하면 두 개의 직선이 구해짐. 두 직선에 

해 근접점(nearest point)를 구함으로써, 목표물의 3차원 위치를 구할 수 있음. 근접

점은 두 직선에 수직인 직선과의 교점들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 교점의 평

균값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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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물의 자세추정

카메라 영상에 한 세 개의 터치 입력 정보(두 개 카메라 영상에 해 전체 여섯 

개 정보)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자세를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추정 기법의 

개념도는 아래와 같음

[그림 3-983] 작업물의 자세 추정 개념도

먼저, 카메라 영상의 서로 다른 두 개의 터치점과 카메라 초점 등, 세 개의 점을 포

함하는 평면을 생성할 수 있으며, 평면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함

위의 작업을 두 개의 카메라 영상에 해 각각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평면 구할 수 있음. 이 두 평면 사이의 교직선을 구할 수 있으며, 교

직선의 방향이 회전행렬의 기저벡터가 됨. 교직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즉, 카메라 원점, 작업물 중심 터치점, 작업물 접근 방향 터치점을 이용하면, 회전 

행렬의 x 방향 기저 벡터를 얻을 수 있음. 이와 유사하게 카메라 원점, 작업물의 중

심 터치점, 작업물 수직 방향 터치점을 이용하면 회전 행렬의 y 방향 기저 벡터를 

얻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z 방향 기저 벡터는 x,y 방향 기저벡터 간 외적을 취함으

로써,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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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중 매니퓰레이션을 위한 원격조작 보조 기술

제안된 원격조작을 위한 전반적인 제어 구조는 아래 그림에서 표현한 바와 같음. 오

퍼레이터는 모드 선택 입력을 통해 완전 원격조작 모드 (full teleoperation mode) 와 

원격조작 어시스턴스 모드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음. 완전 원격조작 모드는 통상

적인 조작 방법으로, 오퍼레이터가 매니퓰레이터의 모든 조인트를 원격조작하는 모

드를 말함. 원격조작 어시스턴스 모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어시스턴스 기법을 적

용한 모드이며, 오퍼레이터가 카메라 영상에 수 회의 터치 입력함으로써 매니퓰레이

터를 조종할 수 있는 모드임.

[그림 3-984] 원격조작 어시스턴스 기술의 전체 제어 구조

위 그림에 나타낸 두 모드에서, 제어 구조는 어시스턴스 알고리즘과 저수준 제어기

를 가진 매니퓰레이터 등 두 파트로 구분할 수 있음. 원격조작 어시스턴스 모드에서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은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로 구성됨. 반면, 완전 원격조작 모드

는 오퍼레이터의 조종 신호가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저수준 제

어기를 가진 매니퓰레이터로 입력되는 구조임. 통상적으로, 수중 매니퓰레이터에는 

저수준 제어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 사용 된 KnR Systems의 UW3는 조인

트 속도 제어와 카테시안 속도 제어를 제공하는 저수준 제어기가 포함되어 있음.

원격조작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은 몇 가지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Target position 

estimator’는 오퍼레이터에 의한 터치스크린 입력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6자유도 위치 

정보를 추정하는 블록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함. ‘Motion 

planner’는 직교좌표계상에서 매니퓰레이터의 현재 위치부터 목표물 위치까지 실시간 

경로를 생성 및 계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5차 다항식(5th order polynomial) 궤적을 

적용함. ‘Inverse kinematics’는 조인트 직교좌표계의 경로를 조인트 공간 경로로 변환

하는 기능을 하며, WDLS(Weighted Damped Least Squares) 기법을 적용하여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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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position controller’는 UW3 매니퓰레이터가 포함하는 조인트 속도 제어기에 피

드백을 추가함으로써, 조인트 위치제어기를 구현하는 블록임.

④ 실험을 통한 성능 검증

㉮ 실험 방법

해저케이블의 유지보수를 위해 케이블에 그리핑 장치를 배치하는 작업을 모사하여 

실험을 수행함. 그리핑 장치는 ROV 본체의 버켓에 장착되어 있으며, 필요시 매니퓰

레이터를 이용해 케이블 위에 배치한 후 그리핑 작업을 수행하게 됨. 그리핑을 위한 

매니퓰레이션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Approaching: 버켓에 있는 그리핑 장치에 접근

- Seizing: 로봇팔로 그리핑 장치 손잡이 잡기

- Moving: 그리핑 장치를 케이블 위로 옮긴 후 배치하기

위 세 단계의 작업 과정은 매니퓰레터 말단 장치의 상태를 이용하여 구분함. 예를 

들면, 말단 장치가 닫힌 상태에서 ‘Approaching’ 단계를 진행한 후 오퍼레이터가 말단 

장치를 열어서 그리핑 장치의 손잡이를 잡기 위한 단계를 시작하면, ‘Approaching’ 

단계가 끝나고, ‘Seizing’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함. 말단 장치의 개폐 여부는 토

글스위치에 의해 간단하게 조작되기 때문에, 개폐를 위한 조작 시간은 무시할 수 있

음.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은 매니퓰레이터를 크게 움직이는 동작(gross motion)에만 적

용함. 그리핑 장치를 잡기 위한 정교한 매니퓰레이터 조작은 작업 상물과 매우 근

접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충돌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완전 원

격조작을 적용함.

아래 그림은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 환경을 구축한 모습임. 

URI-T의 구성을 모사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안전 이슈를 고려하여 그리핑 

장치는 손잡이 부분을 모사한 장치로 체함.

[그림 3-985] 비주얼 어시스턴스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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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평가를 통해, 제안된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진행함. 그리고, 그 

결과를 기존의 완전 원격조작의 결과와 비교함. 성능 지표는 작업 수행에 소요된 시

간을 측정하여 활용함.

다섯 명의 피실험자(나이: 27-40세)에 해 각각 2회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총 10

개의 실험 결과를 확보하여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함. 통계적 분석은 Paired-T 

기법을 적용하여 작업 소요 시간 비교에서 유효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

하였음. 유의성 판단을 위한 p-value 기준은 0.05를 적용함. 

㉯ 실험 결과

‘Approaching’ 단계의 경우,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가 기존 원격조작에 

비해 작업 시간이 평균 47.0% 감소하는 결과를 보임. 이 때의 p-value는 0.0013으로 

0.05 이하이며, 따라서, 작업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효함을 알 수 있음. 이 결

과는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함. 

‘Seizing’ 단계의 경우,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의 평균 작업 시간은 19.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p>0.05). 이 결과는, 

두 방법(기존의 완전 원격조작 방법과, 원격조작 어시스턴스 방법) 모두 ‘Seizing’ 단

계는 완전 원격조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은 정  조작이 

필요한 ‘Seizing’ 단계에는 적용하지 않았음. 

[그림 3-986]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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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단계의 경우,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의 작업 시간이 평균 15.8% 

감소하였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보임(p<0.05). Table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oving’ 단계에서는 제안한 기법이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을 적용한 부분

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작업 시간이 감소한 수준은 상 적

으로 낮게 나타남. 

마지막으로, 전체 작업 소요 시간은 어시스턴스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경우 28.2% 감소

하였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p<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제안한 어시스턴스 기법이 작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⑤ 매니퓰레이터 이미지 매칭 알고리즘 개발

㉮ 개요

로봇팔의 이상 동작 감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로서, 로봇팔의 자세를 카메라 이

미지를 통해 추정하기는 기술을 개발함. 이미지 매칭률은 추정된 로봇팔의 자세가 

엔코더 등을 통해 측정된 로봇팔의 자세와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임.

카메라 영상에서 추출한 에지 이미지를 ‘카메라 영상 이지미’라고 하고, 가상의 3차

원 좌표계 상의 간이 매니퓰레이터 정보를 이미지 투영 변환 계산을 통해 2차원 픽

셀 좌표계로 나타낸 이미지를 ‘탬플릿 이미지’라고 할 때, 이미지 매칭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이미지 매칭률  탬플릿 이미지 픽셀좌표의 개수
카메라 영상 픽셀좌표와 일치하는 탬플릿 이미지 픽셀좌표의 개수

×

㉯ 시험데이터의 확보

이미지 매칭률 시험을 위해 간이형 매니퓰레이터를 제작함. 간이 매니퓰레이터의 크

기는 Schilling Robotics社의 TITAN4 모델 수준으로 제작하였으며, 각 조인트의 각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엔코더를 장착함. 단, 이미지 매칭 시험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

의 액튜에이터는 장차가하지 않음. 균일한 매니퓰레이터 이미지를 얻기 위해 별도의 

라이트를 장착하였으며, 두 의 카메라를 스테레오로 장착하여 이미지 획득에 활용함. 

간이형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로봇팔 이미지를 획득하는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3-987] 간이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한 로봇이미지 확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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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간이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이미지 매칭률 검증을 위한 매니퓰레이터 이미

지를 54개 확보함. 확보한 이미지의 일부 샘플을 아래에 도시함. 

[그림 3-988] 매니퓰레이터 이미지 샘플

㉰ 이미지 매칭 알고리즘 개발

카메라 영상 이미지에 해, 이진화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Edge 이미지에서 점들

의 픽셀좌표 추출함

또한, 매니퓰레이터 정보들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장의 매니퓰레이터 이미지에서 점

들의 픽셀을 추출하여 탬플릿 이미지를 생성함

이미지 매칭을 위한 기법으로 파티클 필터를 적용 및 확장 개발함. 파티클 필터는 

가우스 분포에 한정된 random sampling을 통한 정보 예측 기법임. 샘플의 개수와 샘

플링 단계가 증가할수록 정확도는 향상되나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티클 필터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random sampling

의 범위를 단계별로 좁혀감으로써, 정확도와 처리 속도 이슈를 함께 해결함. 최종적

으로 설계된 파티클 필터는 총 3단계를 가지면,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음.

[그림 3-989] 파티클 필터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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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 필터의 각 단계에 해 random sampling의 분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축소되

도록 설계함.

[그림 3-990] 단계별 파티클 필터 랜덤샘플링 범위 조정

㉮ 실험 결과

56개 매니퓰레이터 이미지에 해 파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이미지 매칭 시험을 수

행하였으며, 그결과는 다음 그래프와 같음. 시험 결과, 1단계 매칭을 진행하였을 경

우, 매칭률은 평균 62.2%로 나타남. 단계를 진행할수록 매칭률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최종 3단계를 거친 결과, 최종 매칭률은 평균 80.2%로 나타남.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정량적 목표인 80%를 상회하는 결과로, 정량적 목표를 만족함.

[그림 3-991] 이미지 매칭률 시험 결과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864

(나) 수중 정밀 복합 항법

① 시험 목적

개발한 수중 정  복합항법의 위치정 도의 목표치 1.0% 이동거리 달성 여부 검증

② 시험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P-SURO II KIRO 보유 수중로봇 플랫폼

선상원격제어시스템 P-SURO II 선상시스템

[표 3-130] 시험 장비

③ 시험 절차

단계 시험 순서(시나리오) 예상 결과 비고

1 P-SURO II 전원투입 및 진수

2

실험 시작 명령 전달
(이후 로봇은 수중항법 알고리즘을 구동하며 

GPS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항법 관련 
원시데이터 및 항법결과 실시간 저장)

3
사용자는 매뉴얼로 로봇을 조정하여 

수면위에서 일정 시간동안 이동시킨 후 초기 
위치 근처로 복귀함

4 실험 종료 명령 전달

5 2~4 절차를 10회 반복함

6
10회 저장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발한 수중 
정밀 복합항법의 위치정밀도 목표치 달성 

여부 검증

항법센서 기반 매설 속도 확인,
제팅암 각도 기반 매설깊이 추정

[표 3-131] 시험 절차

④ 시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 복합항법 위치 정밀도 1% 이동거리 0.84% 이동거리 만족

[표 3-132]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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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험 결과 상세

[그림 3-992] 현장 실험 모습

해수면에서 복합 항법 성능검증 (실험데이터 : 포항여객터미널)

[그림 3-993] 실험데이터 비교

실험순번 RMS 오차 (m) 끝점 오차 (m) 유영시간 (sec.) RMS 오차/min 끝점 오차/min

1 0.9702 0.8079 180 0.3234 0.2693

2 1.0746 1.4145 190 0.339347368 0.446684211

3 0.6523 2.345 300 0.13046 0.469

4 1.7557 1.571 328 0.321164634 0.287378049

5 1.6659 4.2145 293 0.341139932 0.863037543

6 0.9248 1.2078 296 0.187459459 0.244824324

7 1.3717 2.0547 340 0.242064706 0.362594118

8 1.204 0.8945 233 0.310042918 0.230343348

9 2.1394 2.1857 243 0.528246914 0.539679012

10 1.0844 1.5695 246 0.264487805 0.382804878

평균값　 1.2843 1.82651 264.9 0.298781374 0.409564548

[표 3-133] 현장실험 항법 오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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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실험에서 ROV의 전진속도는 평균 0.95knots(약 0.489m/s)이고 매번 실험 시간

은 평균 264.9초로 이 경우 평균 이동거리는 약 129.5m가 나옴. 이 경우, 끝점 평균 

RMS 오차는 약 0.84% of traveled distance가 됨

(다) 수중 작업 실시간 3D 구현

① Sensor selection and sonar image segmentation (2015/07-2016/05)

㉮ Research Content

- It is bound to raise the seabed dust in the process of jetting trenching that reduces 

visibility of optical cameras image greatly. Considering of these, two candidate sonar, a 

Dual-frequency Identification Sonar named DIDSON and a BlueView M900-130 sonar 

are employed to get acoustic images in the turbid water. 

[그림 3-994] (a) BlueView M900-130 Sonar (b) DIDSON sonar

A novel prior estimation algorithm, local-autoencoding (LAE), is proposed to estimate the 

prior parameters of the label field in the Markov Random Field. The central idea of 

LAE is to encode the label of each pixel by the label field of the neighboring pixels, 

see Fig.5. It should be noted that LAE approximate the label field by itself, so the two 

layers are the same.

[그림 3-995] (a)Local-AutoEncoding Network; (b) Sonar image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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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results

LAE makes full use of the local block information in the image and learns the 

interaction parameters block by block with simple BP learning rules. The experimental 

results illustrate that it converges rapidly to the true parameter, while provides an 

accurate estimate at the same time, which are favorable for time-critical practices. 

Besides, LAE has low computation and memory costs. In addition, LAE is attractive in 

several other aspects: (1) Firstly, LAE is a local-learning algorithm, which means that it 

is capable of estimating the local interaction parameters in any given specified area. (2) 

Secondly, LAE is an incremental-learning algorithm. The estimated values from the 

current iteration can be used as the initial values for the parameters in the next iteration. 

(3) It can be used to estimate the interaction parameters for other Potts models. 

② Forward-looking sonar image registration (2016/06-2017/04)

㉮ Research Content

Only a very limited area can be scanned in each frame because of the restricted 

coverage of the acoustic device. Therefore, local sonar images should be stitched to form 

a panoramic map that supports the analysis of macroscopical geographic and geomorphic 

conditions. An appropriate image registration method does not only provide cues for the 

global feature mapping, but also alleviates the post-adjustment costs. Global adjustment 

doesn't depend on the prior knowledge on the underwater acoustic imaging mechanism. 

Therefore, only image-pair registration is considered.

 

[그림 3-996] (a) Vector concatenation in peripheral mutual information; 

(b) Sonar imag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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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ipheral mutual information (PMI) maximization method is proposed for the sonar 

image registration. PMI is inspired by regional mutual information (RMI) which makes 

use of the closed-form solution for the Shannon entropy by the assumption that the data 

vectors made of neighboring pixels are normally distributed, an assumption that ignores 

correlations between the pixels in sonar images. To accommodate the fact that the 

neighboring pixels show dependencies due to acoustic reverberation and dispersion, only 

the peripheral information in the neighborhood of a pixel is used in PMI for the 

calculation of the mutual information. 

㉯ Research results

PMI not only behaves better than the RMI method, but also has a performance that 

compares well to the traditional histogram-based mutual information methods. The 

method provides a novel solution for the sonar image registration problem, where RMI 

cannot be applied for 2nd-order neighborhoods due to the violation of independent 

condition. Furthermore, PMI is attractive in several other aspects: (1) PMI calculates the 

mutual information with a closed-form solution that depends solely on the covariance 

matrix between pixels. (2) PMI only needs to calculate the covariance matrix with the 

outermost neighbors, largely reducing the computation costs. (3) It is unnecessary for 

PMI to design an elaborate interpolation function, because even the simple 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 method is able to obtain a smoothing registration function. (4) 

PMI has a smoother registration function, which means that it is largely possible to 

converge to global optimum. (5) PMI can be used to register cross-dimension sensor 

data

③ 3.3 Scan registration for underwater MSIS sonar (2017/05-2018/04)

㉮ Research Content

To simulate the boundary points cloud registration process, we use the dataset that 

collected using the Mechanical Scanning Imaging Sonar (MSIS) to design and evaluate 

the appropriate methods. A registration method named SKLD-D2D, which models each 

scan as a Gaussian mixture model (GMM) and evaluates the similarity between two 

GMMs in a distribution-to-distribution (D2D) way with the measure defined by symmetrical 

Kullback-Leibler divergence (SKLD), is proposed to register the scans collected by 

MSIS. SKLD not only weights the difference between distributions with the prior 

probability but also increases the numerical stability with the symmetrical constraint in 

distance measure. Moreover, an approximation strategy is designed to derive a tractable 

solution for the Kullback-Leibler divergence between two G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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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7] Mixture Gaussian modeling to the MSIS scans. The extracted point clouds from (a) 

and (b) are presented in red and blue in (c). The compact clusters, generated by the K-means 

clustering algorithm, are drawn with the ellipses.

㉯ Research results

Contrary to the point-to-point methods like ICP or point-to-distribution methods like 

NDT, SKLD-D2D works in the distribution-to-dimension framework, greatly reducing the 

computation cost in scan registration. To better measure the distance betwee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increase the robustness, the symmetric Kullback-Leibler 

divergence is adopted to construct the global cost function for scan registration. An 

approximation scheme i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 in deriving the tractable solution 

for Kullback-Leibler divergence between two GMMs. SKLD-D2D is attractive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1) The point cloud is represented as a series of compact 

Gaussian components and SKLD-D2D works with pairwise Gaussian components, not 

interacting directly with the points. On another hand, for the querying Gaussian 

component in floating scan, only one corresponding Gaussian component is needed to 

compute the gradient vector and hessian matrix contribution. Such a querying process is 

repeated from the reference scan to the floating scan to satisfy the symmetrical 

constraint. Those two factors greatly reduce the computation cost of SKLD-D2D 

compared to other methods. (2) With a symmetrical constraint to the traditional 

Kullback-Leibler divergence, SKLD-D2D is capable of increasing the stability and 

improving the registration accuracy. The underlying reason may be that a symmetrical 

distance measure can be used to correct the partial and biased correspondences in finding 

the nearest Gauss components, especially when there is occlusions or gaps due to the 

movement compensation from vehicle. The simulations and experiments demonstrates that, 

selecting an appropriate distance measure and deriving the corresponding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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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in the framework of distribution-to-distribution is definitely beneficial for the 

point cloud registration in the underwater environment. 

④ Sea-Trail report on seabed reconstruction using shape from shading (2018/05-2019/02)

㉮ Research content

We develop an online seabed map reconstruction program to extract the three- 

dimensional information from the sonar image sequences. It is developed in the 

framework of Visual Studio 2010 (X86), Point Cloud Library 1.6.0 and OpenCV 2.2.0. 

It is able to perform the sonar image segmentation, point cloud extraction based on 

inverse mapping and carving, and surface fitting. To simultaneously reconstruct the 

highlighted area like rocks and ridges and shadow areas like trench and pitfalls, we use 

a method based on the Lambert surface assumption to extract the elevation information. 

The forward-looking sonar image formation process is represented by a Lambertian 

diffuse model, which is then inverted by a multiresolution optimization procedure 

inspired by expectation–maximization to account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d 

seafloor region. On convergence of the model, approximations for seabed reflectivity, 

beam pattern, and seabed altitude are obtained. Reconstruction results for images acquired 

by the forward-looking sonar in the burying machine is presented in the figure below.

[그림 3-998] 3D-reconstruction of the trench and seabed using the Lambert surface. 

Two strategies are critical for the reconstruction process:1) Inhomogeneous insonfication 

pattern correction: Due to the different sensitivity of the transducers across the field of 

view, the sonar images have non-uniform insonification patterns. 2) White areas close to 

the sonar header areas are removed directly from the sonar images. Only the pixels that 

farther than a given radius participate in the reconstruction process.

⑤ Conclusion

In the sea-trial, we designed a multi-thread framework to retrieve data from the sonar 

header and the control system. And, it is in the sea-trial that we find that the method 

based on the Lambert surface assumption is appropriate for the operation field 

reconstruction on the seabed. Such a precious experience largely improves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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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o the underwater acoustic 3D reconstruction. It is not easy to correct the 

inhomogeneous insonfication pattern, because the mechanic vibration noises and hydraulic 

pressure noises makes the insonfication patter instable. It means that the same bean 

would be much dark or much white in the next frame, which challenges the available 

registration methods. In the current implementation, when there is a thorough insofication 

change between neighboring frames, we have to manually correct the registration 

parameters.

(라) ROV 고장 검출 기술 개발

① 개요

URI-T와 같은 중작업용 수중 로봇은 시스템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로봇의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오퍼레이터가 즉각적으로 파악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특히, URI-T는 고전압과 고압의 작동유를 사용하므로, 오

동작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시스템의 고장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오퍼레이터에게 알려주는 시스

템을 개발함으로써, 중작업용 수중 로봇의 유지 관리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를 미연에 비하고자 함

② 고장 검출 알고리즘 개발

Deep Neural Network에 기반하여 고장검출 알고리즘을 설계함

[그림 3-999] Deep Neural Network 기반 고장검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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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연동을 위한 URI-T의 유압시스템 시퀀스 구조를 정립하였으며, 그 결과

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3-1000] 유압시스템 시퀀스 구조

버터플라이 밸브의 모델을 사용하여 가상 누유 상황을 발생시킴으로써, 고장 진단 

시스템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검증도 함께 진행함

[그림 3-1001] FluidSim4를 이용하여 버터플라이 밸브의 가상 누유 상황 시뮬레이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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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망 회로를 학습시킴. 학습에는 약 

2,088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10만회의 반복학습을 진행함. 학습된 신경망에 

해 신뢰도를 검증함. 액튜에이터 성능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해 고장으

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4회에 걸친 검증 시험을 진행함. 그 결과 90%이상의 예측 

정확도 및 검출율을 갖는 것을 확인함

[표 3-134] 고장진단 모의 실험 결과: 예측 정확도 및 검출율

③ 실험을 통한 검증

URI-T 추진기 중 FPH(Forward-Port-Horizontal) 추진기를 이용하여 고장 검출 실험을 

진행함. 유압라인 A/B 포트 사이에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하였으며, 이 밸브를 개폐

시킴으로써 가상의 누유 상황을 재현함. 총 8단계의 케이스에 해 12,335개의 샘플

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신경망을 학습 및 고장 검출 성능을 확인함

[그림 3-1002] 추진기 유압라인에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한 모습

학습된 고장 진단 신경망에 해 실험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장 진단 신

뢰도를 확인함. 실험은 총 4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89% 이상의 예측 정

확도와 검출율을 보임을 확인함. 특히, 3차 및 4차 실험의 경우 100%의 예측 정확도 

및 검출율을 보임을 확인함

[그림 3-1003] 고장 진단 알고리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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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04] 고장 진단 알고리즘 실험 결과 그래프

(11) 수조 시험

(가) ROV 기능 시험

- 실해역 실험을 비하여 수조에서 URI-T의 기본 성능 및 제어기에 한 성능을 검

증을 실시함.

- 가장 기본이 되는 URI-T의 기본 운용 성능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head 

keeping 제어기, 케이블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툴에 한 검증을 진행함.

① 기본 기능 성능 검증 실험

- URI-T의 전반적인 운용 성능에 한 실험을 진행함.

- 카메라, 라이트, 팬틸트 구성 성능 점검 완료.

[그림 3-1005] 라이트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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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 구동부 (TSS 핸들러, 젯팅암, 추진기) 구동 실험 완료

[그림 3-1006] TSS 핸들러 성능 검증

- 워터젯 구동 실험 완료

[그림 3-1007] 워터젯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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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ead Keeping 성능 개선 실험

- 개선된 제어기의 게인 튜닝을 위해 수조에서 성능 실험을 진행함.

-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기존에 구성되어져 있던 Heading keeping 제어기의 경우 

(좌측 사진), 그 제어 오차의 절 값 평균이 약 15도였음.

- 개선된 Heading keeping 제어기의 경우 (우측 사진), 그 제어 오차의 절 값 평균이 

1도 이내로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그림 3-1008] Heading keeping 제어기 성능 검증 결과(좌: 개선 전의 제어기, 우: 개선 후의 제어기)

(나) 작업 하중 시험(대양)

① 시험 일시 :  2018년 11월 22일

② 시험 장소 : UTEC

③ 시험 기관 : 양전기공업(주)

④ 평가항목 및 세부 항목 : A 플랫폼 성능, A-1 작업 하중

⑤ 시험 목적 : 케이블 매설 수중 작업 플랫폼의 수중 작업확인(음성부력) 확인

⑥ 시험 장비

        

시험 장비 목적

URI-T 세트 검증 대상

크레인 저울 작업하중 측정

호이스트 플랫폼 이동 및 입수

[표 3-135] 작업하중 시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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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험 절차

단계 시험 순서(시나리오) 예상 결과

1 호이스트에 크레인 저울 장착

2 플랫폼 육상 기본 점검1)

3 호이스트로 플랫폼 들어올린 후 정지 플랫폼 공중 무게 확인

4 호이스트로 플랫폼 수중 입수 후 정지 플랫폼 수중 무게(작업하중) 확인

5 플랫폼 수중 기본 점검2)

6 추진기로 자력 부상가능한지 실험 점검 자력 부상 여부 판단

7 로봇 회수 및 육상 기본점검1)

[표 3-136] 작업 하중 시험 절차

  

   

⑧ 시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작업하중 500 kg 540 kg 만족

[표 3-137] 시험 결과

⑨ 시험 결과 상세 내용

㉮ 시험 상 플랫폼 공중 무게 확인 : 2,120 kg

[그림 3-1009] 플랫폼 공중 무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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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무게(작업 하중) 확인 540 kg

[그림 3-1010] 플랫폼 수중 무게 확인

㉰ 자력 부상 여부 확인

[그림 3-1011] 플랫폼 자력 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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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근해 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 결과 

(1) 1차 연근해 시험

(가) 시험 목적 및 개요

① 시험 목적

URI-T의 첫 번째 해상 시험으로, 선상 운영 시스템, 전원시스템, 추진 시스템, 워터

젯 시스템 및 각종 센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사

항을 도출함

과제 최종 정량적 목표인 전진 속도, 매설 속도, 매설 심도에 해 목표치를 만족하

는지 시시험을 통해 검증함. 

② 시험 개요

시험장소 : 포항시 북구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36도 05’06.14”N, 129도26’54.82”E

작업수심 : 23~30m

시험선박 : KMS호, 250T 크레인 바지선박

시험기간 : 2017.11.27.~2017.12.9. 

실험목적 : 시스템 통합 및 연근해 시험을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

실험내용

- 일반 작동시험

- 매설심도, 매설속도, 전진속도 성능검증

- 해저 케이블 포설 및 매설 시험

[그림 3-1012] 실험 장소 [그림 3-1013] 250T 크레인 바지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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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4] 선박 배치도

(나) Mobilization 및 기본 기능 점검

바지선에 URI-T 로봇 본체, 오퍼레이션 밴, 파워밴(2기) 등을 탑재하고 결선 작업 진

행함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100kW급 상시전원용 파워밴과, 1,000kW급 로봇용 파

워밴 드을 탑재함. 또한, 엄빌리컬 케이블을 핸들링하기 위한 텐셔너 및 캐로셀 등

을 설치함

출항 전 wet test를 통한 기본 기능 점검 진행함. wet test는 크레인을 이용한 로봇의 

진회수 연습과, HPU의 구동 테스트, 로봇의 기본적인 구동 테스트, 워터젯 모션베이

스 및 TSS 핸들러 등 유압 구동부 테스트, 그리고 워터펌프 구동을 통한 워터젯 분

사 시험 등 기본적인 동작 시험을 수행했으며, 큰 문제 없이 테스트를 완료함. 테스

트 완료 후 바지선은 출항하여 테스트 사이트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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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5] Mobilization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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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6] 출항 전 wet test 진행 모습

(다) 정량적 목표에 대한 시험 결과

① 최  매설 속도

최  매설 속도가 정량적 목표인 2km/hr를 만족하는지 연근해 시험을 통해 검증함

시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워터젯 제팅암을 약 1m 전개한 상태로 매설을 진행

하였으며, 이 상태로 로봇의 최  전진속도를 확인함

[그림 3-1017] 케이블 매설 성능 검증 실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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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최  매설속도는 약 2.36km/hr를 기록하였으며, 정량적 목표를 상회하는 결

과를 얻음

- Global 좌표계로 출력되는 항법 정보를 취득하여, 전진속도로 환산함.

매설속도   ≈ ≈ 

[그림 3-1018] 최대 매설속도 시험 모습 

② 최  매설 심도

최  매설 심도가 정량적 목표인 3m를 만족하는지 연근해 시험을 통해 검증함. 로

봇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워터젯을 최 로 분사하면서 제팅암이 내려갈 수 있는 깊

이를 확인함.

시험결과 최  매설심도는 약 1.95km로 정량적 목표를 하회함. 해저면이 워터젯 분

사를 통해 잘 파이지 않는 자갈 및 뻘로 구성된 단단한 지층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정량적 목표 3m는 지반이 모래 등 부드러운 지층을 구성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목표치임.

- 제팅암 deploy 40도 수준까지 진행했으며, 기구학적 관계를 이용해 이를 매설심도로 

환산함

매설심도 젯팅암 길이× sin 젯팅암 각도 플렛폼 스키드로부터 젯팅암 높이
 × sin 도  ≈ 

당초 3m의 최종 목표사양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시험현장의 해저 지층 특성(돌, 조개

껍질, 및 기타 이물질이 섞인 뻘층)을 고려했을 때 모래층의 경우 3m의 최종 목표사

양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정량적 목표 만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육상에서 추가적인 매설심도 시험을 수행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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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9] 제팅암 각도

   

[그림 3-1020] 매설심도 테스트 시 수면의 워터 마크

③ 전진 속도

최  전진 속도가 정량적 목표인 3knots를 만족하는지 연근해 시험을 통해 검증함

시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주행시 안전을 고려하여 로봇을 약양성으로 부력 조

절하였으며, 엄빌리컬 케이블이 로봇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및 도르

래를 이용하여 공중에 부양시킴. 로봇이 주행을 시작하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엄빌

리컬 케이블이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한 후 시험 진행함

[그림 3-1021] 플랫폼 기본 동작 시험 및 전진 속도 검증 실험 순서도

시험결과 최  전진 속도는 약 2.59knots로 정량적 목표를 하회하는 결과를 얻음. 연

근해 시험에서의 진수/회수를 위해 장착한 인양고리 4가닥 라인을 끌고 주행하였는

데, 여기에 작용한 유체 항력에 의한 손실이 큰 것으로 판단됨. 이 인양고리 라인을 

제거하고, 심해 적용시 사용되는 엄빌리컬 케이블을 적용한다면 최종목표 달성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 Global 좌표계로 출력되는 항법 정보를 취득하여, 전진속도로 환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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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2] 최대 전진 속도 시험 모습

[그림 3-1023] 최대 전진 속도 시험의 속도 측정 결과

(라) 매설 작업성 시험 결과

해저에 직경이 13mm인 전력 케이블을 포설하고 URI-T를 투입하여 매설작업 수행함. 

탁도가 심한 환경으로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는 물체의 인식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이었음. 따라서,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USBL 센서, 케이블을 위치를 파악하

는 TSS350센서, 음파를 이용하여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 소나 등, 가

시광 기반이 아닌 센서에 의존하여 매설 시험을 수행함. 즉, USBL 센서를 이용하여 

해저케이블 근처까지 이동한 후 TSS350센서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탐지 및 추적함. 

이후, 젯팅암을 이용하여 매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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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매설작업 수행하였으며, 탁도 이슈로 카메라 영상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매설에 성공함

[그림 3-1024] 해저케이블 매설 시험 결과(시험 후 잠수부 투입 및 결과 확인)

(마) 연근해 시험 시 발견된 보완 사항 및 조치 결과

연근해 시험을 통해 URI-T의 기능적 보완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해 보완 작

업을 진행함. 발견된 보완 사항과 이에 한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보완 사항 조치 결과

통신
∙ 통신부하 과다로 블루뷰소나, 로봇

팔 통신 성능 저하

∙ 기존 EtherCAT통신라인에서 블루뷰소
나, 로봇팔 각각 전용통신선 분리
→ 보완 완료

TSS handler
∙ 구동부 잔류진동으로 인한 HW간 

충돌 발생
∙ HW stopper 장착 및 진동파손 방지

→ HW 보완 진행 완료

제팅암 제어

∙ 제팅암 구동 밸브 제어 보드의 보
호회로 미비로 인해 빈번한 동작/
정지 스위칭 시 제어보드 손상 및 
제어 이상 발생.

∙ 보호회로 추가 및 제어보드 교체
→ 조치 완료

ROV 제어 ∙ Auto heading 성능 개선 필요

∙ 연근해 시험 후 추가 수조실험을 통한 
튜닝 및 성능향상 완료
→ ROV 및 추진기 동특성 분석 및 
   이에 기반한 제어 성능 개선 완료

관제시스템(GUI)

∙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GUI 개선
- 동시표현되는 정보량 과다
- 유사정보 표시방법이 상이
- 태블릿 터치 화면 명령창 효율화 

필요

∙ GUI 개선 방안 수립 및 검토
→ GUI 전반적 개편 및 편의성 향상
   보완 완료

[표 3-138] 연근해 시험 보완 사항 및 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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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최대 매설 심도 확인을 위한 육상 시험

① 개요

1차 연근해 시험 결과, 최  매설 심도가 1.95m로 정량적 목표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얻었음

정량적 목표는 해저 지반이 모래일 때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에 반해, 실해 연근해 

시험 환경은 뻘 및 자갈로 구성되어 모래보다 단단하고 파기 힘든 지질로 구성되었

기 때문임

따라서, 모래 지반 환경에서 실제로 3m 깊이로 매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육상에 모래지반을 인위적으로 구성한 후 검증 시험을 수행함

실험 환경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매설 지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바닥에 모래 층을 3m 이상(약 4m)으로 인위적으로 

구성함

- 워터젯 구동을 위한 물 공급을 위해 55톤 규모의 간이 수조 2기를 설치하고 URI-T

의 워터펌프와 연결 작업을 함

[그림 3-1025] 최대 매설 심도 검증 실험을 위해 구성한 육상 테스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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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 결과

워터젯 분사하며 제팅암 하강 실험 수행하였으며, 제팅암 최 각인 59도까지 하강 

및 제팅암 각도 기반 계산시 3.03m까지 매설 가능함 확인

준비된 물의 약 70% 사용하였으며, 매설 깊이를 0m에서 3m까지 진행하는데 3~4분 

정도면 충분함을 확인

매설심도 젯팅암 길이× sin 젯팅암 각도  플렛폼 스키드로부터 젯팅암 높이
 × sin 도  ≈ 

[그림 3-1026] 매설 심도 육상 시험 결과

(2) 2차 연근해 시험

(가) 시험 목적 및 개요

① 시험 목적

URI-T의 두 번째 해상 시험으로, 선상 운영 시스템, 전원시스템, 추진 시스템, 워터

젯 시스템 및 각종 센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사

항을 도출함

과제 최종 정량적 목표인 전진 속도, 매설 속도, 매설 심도에 해 목표치를 만족하

는지 시시험을 통해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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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 개요

시험장소 : 포항시 북구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36도 05’06.14”N, 129도26’54.82”E

- 1차 실해역 시험과 동일한 위치에서 해저면 조건을 고려해서 일부 위치 조정함

(방파재를 따라 남동쪽으로 약 400m 이동)

작업수심 : 23~30m

시험선박 : KMS호, 250T 크레인 바지선박

- 1차 실해역 시험과 동일한 바지선박을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배치도 동등하게 구성함

시험기간 : 2018.08.04.~2018.08.11

실험목적 : 시스템 통합 및 연근해 시험을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

실험내용

- 일반 작동시험

- 매설심도, 매설속도, 전진속도 성능검증

- 해저 케이블 포설 및 매설 시험

(나) 정량적 목표에 대한 시험 결과

① 최  매설 속도

최  매설 속도가 정량적 목표인 2km/hr를 만족하는지 연근해 시험을 통해 검증함. 

워터젯 제팅암을 약 1m 전개한 상태로 매설을 진행하였으며, 이 상태로 로봇의 최

 전진속도를 확인함

시험결과 최  매설속도는 약 2.3km/hr로 정량적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음

- Global 좌표계로 출력되는 항법 정보를 취득하여, 전진속도로 환산함.

[그림 3-1027] 최대 매설속도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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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  매설 심도

최  매설 심도가 정량적 목표인 3m를 만족하는지 연근해 시험을 통해 검증함

시험결과 최  매설심도는 약 3.01m였으며, 정량적 목표를 상회함. 이 결과는 제팅

암을 거의 최 까지 펼친 수준으로, 로봇의 설계 상 가능한 최  매설 심도임.

- 제팅암 deploy 59.7도 수준까지 진행했으며, 기구학적 관계를 이용해 이를 매설심도

로 환산함

[그림 3-1028] 매설 깊이 시험 결과

③ 전진 속도

최  전진 속도가 정량적 목표인 3knots를 만족하는지 연근해 시험을 통해 검증함. 

주행시 안전을 고려하여 로봇을 약양성으로 부력 조절하였으며, 엄빌리컬 케이블이 

로봇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및 도르래를 이용하여 공중에 부양시킴. 

로봇이 주행을 시작하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엄빌리컬 케이블이 따라 움직일 수 있

도록 세팅한 후 시험 진행함

시험결과 최  전진 속도는 약 3.3knots로 정량적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음

- Global 좌표계로 출력되는 항법 정보를 취득하여, 전진속도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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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9] 최대 전진 속도 시험 결과

(다) 매설 작업성 시험 

해저에 직경이 13mm인 전력 케이블을 포설하고 URI-T를 투입하여 매설작업 수행함. 

탁도가 심한 환경으로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는 물체의 인식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이었음. 따라서,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USBL 센서, 케이블을 위치를 파악하

는 TSS350센서, 음파를 이용하여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 소나 등, 가

시광 기반이 아닌 센서에 의존하여 매설 시험을 수행함. 즉, USBL 센서를 이용하여 

해저케이블 근처까지 이동한 후 TSS350센서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탐지 및 추적함. 

이후, 젯팅암을 이용하여 매설함

반복 매설작업 수행하였으며, 탁도 이슈로 카메라 영상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매설에 성공함

[그림 3-1030] 해저케이블 매설 시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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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저 케이블 유지보수 시험

해저에서 로봇팔을 이용하여 케이블 그리핑 장치 및 커팅 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케

이블을 그리핑하거나 커팅하는 등 해저 케이블 유지보수 시험을 진행함. 탁도로 인

해 시계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으며, 해저에서 탁도가 완화될 때까지 약 한 시간 

기 후 시험 진행함

케이블 그리핑의 경우, 해저 케이블을 그리핑 장치로 잘 잡을 수 있음을 확인함. 또

한, 선상에서 그리핑 장치를 인양하는 경우를 모사하여, ROV와 그리핑 장치 사이의 

유압라인이 자동으로 분리되지 여부도 시험하였으며, 이상 없이 동작함을 확인함.

케이블 커팅의 경우, 해저 케이블을 커팅 장치를 이용하여 커팅 위치에 가둘 수 있

는지 여부와, 커터를 이용하여 케이블 절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함. 

시험 결과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으며, URI-T에 장착된 매니퓰

레이터, 케이블 커팅 장치, 케이블 그리핑 장치를 이용하여 해저 케이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검증함

[그림 3-1031]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작업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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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2] 케이블 그리핑 장치가 당겨졌을 때 자동으로 분리된 유압 라인

[그림 3-1033] 케이블 커팅 장치를 이용하여 절단된 모사 해저 케이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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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해역 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

(1) 개요

(가) 실해역 시험 목적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과제에서 개발한 케이

블 매설용 수중로봇(명명: URI-T)의 최종 목표성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위함.

실해역 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작업 수심: 500m

- 최  매설 심도: 3m

- 최  매설 속도: 2km/hr (1m 깊이 매설 기준)

- 최  전진 속도: 3knots

또한, 실해역 시험을 통해 케이블유지보수 작업성(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을 확인하

고자 함.

그 외, 항법 및 해저작업 3D구현 등 자체적 기술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함.

(나) 시험 방법

각 시험마다 별도의 시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 시험 시나리오를 포함

함. 이 두 가지는 케이블 매설 시험 및 최  전진 속도 시험과 관련된 시나리오이

며, 그 개념도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3-1034] 실해역 시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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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매설 시험은 두 의 선박이 동원됨. 해저에 시험용 케이블을 설치한 후, 

URI-T를 진수 및 해저면에 안착 시킴. 그리고 톤펄스를 이용하여 케이블 위치를 파

악 및 이동배치한 후에 워터젯을 이용하여 케이블 매설을 진행하는 시나리오임.

- 첫 번째 선박은 URI-T(케이블 매설로봇)을 진수 및 운용하기 위한 선박이며, ROV 

운용에 필요한 전원 및 진회수 장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시험용 케이블을 설

치 가능해야 함. 

- 두 번째 선박은 해저면에 설치된 실험용 케이블에 케이블감지용 신호(톤펄스)를 공

급하며, URI-T는 이 톤 신호를 이용하여 케이블의 위치를 감지하게 됨. 

최  전진 속도 시험은 URI-T가 수중에 유영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엄빌리컬 케이블을 이용하여 바닥에서 일정높이까지 들어 올림. 이후, URI-T의 최  

추력을 이용하여 전진속도 시험을 수행하는 시나리오임.

(다) 시험 준비 사항

URI-T 및 관련 시스템: 시험 상이 URI-T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부  장비로 선

박에 설치되어야 함.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선상 운영 밴 20ft 표준컨테이너 1 EA 용접필요

HPU 전원 밴 20ft, 높이가 표준컨테이너보다 높음 1 EA 용접필요

워터펌프 전원 밴 20ft, 높이가 표준컨테이너보다 높음 1 EA 용접필요

스페어보관 밴 20ft 표준 컨테이너 1 EA 용접필요

사무용 밴 20ft 표준 컨테이너, 사업단/3핵심 장비 사용 2 EA 용접필요

트렌처 본체 5.5(L)x4.0(W)x3.5(H)m, 약 21톤 1 EA
고정 lug 

확보필요

USBL 및 폴대 1핵심/사업단 장비 사용 1 EA 용접필요

엄빌리컬윈치 사업단 장비 사용 1 SET

[표 3-139] 선박에 탑재되는 URI-T 장비 리스트

로봇운용 및 케이블 설치를 위한 선박: KT서브마린의 세계로호를 이용하였으며 선

박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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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0] 세계로호(URI-T 운영 선박) 사양

해저케이블 톤펄스 공급을 위한 선박: KT서브마린의 미래로호를 이용하였으며, 선박

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음

[표 3-141] 미래로호(해저 케이블에 톤신호 공급) 사양

시험용 해저케이블: 케이블 매설 시험을 위해 약 2km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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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 진행 일정

계획된 시험 일정 및 실제 수행된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3-142] 실해역시험 진행 일정

URI-T의 최종 목표성능 검증 시험을 완수함

- 정량적 최종목표 검증 완료: 작업 수심, 최  매설 속도, 최  매설 깊이, 최  전

진 속도.

- 케이블 유지보수 작업(케이블 그리핑/커팅) 작업성 검증 완료

- 그 외 항법, 해저작업 3D 구현 등 자체 기술 시험 완료

기상 이슈로 시험일을 계획 비 단축 진행함: 10일 → 6일

- 10/26-29 기간 동안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계획을 수정함

(2) 실해역 시험 결과 요약

수심 500m에서 작업 성능 정량적 목표의 실험적 검증 완수함

[표 3-143] 최종 목표성능의 정량적 목표 및 실해역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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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저케이블 매설 작업성을 검증함

작업수심 500m 수준의 해저면에서, 전체 약 20시간 동안 시험을 수행했으며 작업성

을 검증함.

3m 깊이 매설작업을 100m 이상 진행했으며, 1m 깊이 매설 작업 역시 100m 이상 수

행하여 매설 작업성을 검증함.

케이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작업 시험 수행을 통해 작업성

을 검증함.

(3) 실해역 시험 상세 결과

(가) 작업수심: 1단계 정량적 목표 500m

① 시험 방법

계획된 실해역 시험의 모든 내용을 수심 500m 급의 해저면에서 진행함. 이상의 시

험은 케이블 매설 시험 및 시험 결과 검증, 최  전진속도 시험, 케이블 유지보수(케

이블 그리핑/커팅) 시험 등을 포함함.

② 시험 일정

2018년 10월 22일 – 26일

③ 시험 결과 요약

작업수심 500m 수준의 해저면에서 약 20시간 시험 진행

측정된 최  작업수심은 509.4m임.

④ 실험 결과 상세 내용

수심 500m 급 해저면에서 약 20 시간동안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작

업수심에 한 정량적 목표를 검증함.

시험시 측정된 최  수심은 509.4m이며, 최 매설심도 시험 진행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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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5] 최대매설심도 시험시 측정된 작업 수심

그 외 다양한 시험들이 수심 500m 구간의 해저면에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험 

내용 및 작업 수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036] 해저 시험별 작업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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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대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3m

① 시험 방법

시험 진행 일정

- 최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2018년 10월 23일

- 3m 매설 작업성 시험: 2018년 10월 25일

- 3m 매설 결과 서베이: 2018년 10월 26일

시험 방법

- 최  3m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워터젯시스템을 3m 깊이로 매설작업을 

하면서 5m 이상 거리 이동

- 3m 매설 작업성 시험: 약 100m 구간에 해 3m 깊이 매설 시험 진행함. 필요시 반

복 트렌칭을 통해 최종 3m 깊이까지 트렌칭함. 본 실험에서는 3회의 트렌칭을 통

해 목표 깊이까지 트렌칭했으며, 1회에서는 약 1.2m 깊이, 2회에서는 약 2.2m, 3회

에서 최종 깊이인 3m까지 매설함.

② 최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요약

매설심도 3.03m로 약 7미터 거리를 성공적으로 트렌칭함.

③ 최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상세 내용

수심 약 509m 구간에서 진행하였으며, 트렌칭이 되지 않은 지면에 해 제팅암을 

최 로 deploy시킨 상태(매설심도 3.03m)에서 트렌칭을 진행하면서 약 7m 이동함. 

그 결과, 최  매설 심도 관련 정량적 목표를 만족하는 결과를 획득함.

아래 그림은 최 매설심도 시험 시 GUI를 통해 확인한 URI-T의 상태정보이며, 제팅

암이 3.03m deploy된 상태에서 워터젯 분사압 60% 수준으로 매설작업을 진행 중임

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아래 두 번째 그림에서 매설 시 진행거리가 약 7m(RNG: 0.007km)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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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7] 최대 매설 심도 시험 - 제팅암 펼침 수준 및 워터펌프 모니터링 모습

[그림 3-1038] 최대 매설 심도 시험 - 선박에서 URI-T의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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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최  매설심도 정량적 목표 평가 수행시 작업모습을 나타낸 그림임. 아

래 그림의 좌측 상단에서 전방카메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서 후

방카메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후방카메라의 경우, 워터젯 분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에 의해 시야가 매우 제한되며 작업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그림 3-1039] 최대 매설 심도 시험 - 작업 모습

④ 3m 매설 작업성 시험 결과

수심 499m-495m의 해저면에서, 약 100m 거리 구간에 해 3회의 트렌칭을 통해 3m 

깊이로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3m 매설 작업성 시험을 수행함. 1회 약 1.2m 

깊이, 2회 약 2.2m, 3회 3.03m로 총 3회의 트렌칭을 통해 매설 깊이 3.03m를 확보하

였으며, 매설 거리는 약 100m 구간을 진행함.

아래 그림은 3m 깊이 매설 결과를 서베이하는 모습을 나타냄. 아래 그림의 위쪽 좌

우화면에서 3m 깊이 매설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 트렌칭을 통해 깊은 골

짜기가 일정한 폭으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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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0] 3m 매설 작업성 시험 결과 서베이 모습

아래 그림은 위 매설결과 화면 중 TSS 350센서(케이블 위치 감지 센서)의 결과화면

을 따로 도시한 그림임. 아래 그림으로부터, 해저케이블이 해저면에서 약 2.4m 깊이

로 매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041] 3m 매설 작업성 시험결과 - 해저케이블 매설 수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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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2km/hr

① 시험 방법

시험 진행 일정

- 최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평가 시험: 2018년 10월 24일

- 1m 매설 작업성 시험: 2018년 10월 24일

- 매설 결과 서베이: 2018년 10월 25일

시험 방법

- 최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평가 시험: 매설 깊이 1m 수준에서 최  속도로 매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30m 이상 이동거리에 해 평균 매설 속도를 측정함

- 1m 매설 작업성 시험: 약 100m 구간에 해 1m 깊이 매설 시험 진행함. 1회의 트

렌칭을 통해 1m 깊이까지 매설함.

② 최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요약

매설 깊이 1m 이상으로 트렌칭하면서 34.25m의 거리를 2.24km/hr의 속도로 매설 성공함.

③ 최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상세 내용

수심 약 502m-499m 해저면에서 최 매설속도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매설깊이 1m로 

트렌칭하면서 34.25m의 거리를 2.24km의 속도로 매설 진행한 결과를 획득함. 

아래 그림은 매설 속도 시험 시 ROV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순간 최  매설 

속도가 3.1km/hr로 기록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042]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작업 속도 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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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위 결과와의 동일 시간 에 워터젯 분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

으로, 제팅암이 1m 이상 깊이로 배치되어 있으며(port측 1.01m, starboard측 1.06m) 워

터젯 분사 출력 100%로 매설 작업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043]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제팅암 펼침 수준 및 워터펌프 모니터링 화면

아래 그림은 선박에서 관측 및 로깅된 URI-T의 속도 프로파일을 나타냄. 초반에 약 

100m 구간에 해서 1m 깊이 매설 작업성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회에 걸쳐 

최  매설속도 시험을 진행한 결과임.

[그림 3-1044]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선박에서 로깅된 작업 속도 데이터

최  매설속도 시험 두 번째 결과를 좀 더 확 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으며, 표시

된 구간에서 약 34.25m의 거리를 2.24km/hr의 평균속도로 매설작업을 진행했음을 확

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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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5]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최대 속도 구간 속도 그래프

아래 그림은 매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베이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임. 1m 깊이 

트렌칭의 결과로 고랑이 일정하게 생성된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TSS 350(케이블 위치 감지 센서)으로 확인한 결과 케이블이 약 0.8m 수준으로 매설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046]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매설 결과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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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7] 최대 매설 속도 시험 - 해저 케이블 매설 수준 확인

④ 1m 매설 작업성 시험 결과

수심 504m-502m의 해저면에서, 약 100m 거리 구간에 해 1m 깊이로 매설하는 작

업을 수행함으로써 매설 작업성 시험을 수행함. 아래 그림은 매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베이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임. 1m 깊이 트렌칭의 결과로 고랑이 일정하게 생

성된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TSS 350(케이블 위치 감지 센서)으로 

확인한 결과 케이블이 약 0.8m 수준으로 매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048] 1m 깊이 매설 작업성 시험 - 매설 결과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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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9] 1m 깊이 매설 작업성 시험 - 해저 케이블 매설 수준 확인

(라) 최대 전진 속도: 정량적 목표 3knots

① 시험 방법

시험 진행 일정: 2018년 10월 23일

시험 방법: URI-T를 해저면에서 약 16m 부양시킨 상황에서 최  추진력을 이용하여 

전진시키면서 30m 이상 구간에 해 평균속도를 측정함

② 최  전진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요약

31.5m의 거리를 평균 3.12knots의 속도로 전진 성공함.

③ 최  전진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상세 내용

수심 약 504m 해저에서 엄빌리컬을 이용하여 URI-T를 지면에서 약 16m 수준으로 

부양시킴. 이후 최  속도 시험을 수행한 결과, 31.5m의 거리를 평균 3.12knots의 속

도로 전진하는 시험 결과를 얻음.

아래 그림은 최  전진 속도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순간 최  속도가 6.1km/hr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위를 환산하면 3.29knot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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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0] 최대 전진 속도 시험 - 항법센서를 통한 속도 모니터링

[그림 3-1051] 최대 전진 속도 시험 - 카메라 영상 및 선박에서 모니터링한 ROV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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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선박에서 로깅된 URI-T의 속도정보를 도시한 그림임. 아래 그림의 표시

된 영역에서 31.5m의 거리를 평균 3.12knots(5.78km/hr)의 속도로 전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052] 최대 전진 속도 시험 - 선박에서 로깅된 ROV 속도 그래프

(마) 케이블 유지보수(케이블 커팅/그리핑) 작업성 확인 시험

① 시험 방법

시험 진행 일정: 2018년 10월 24일

시험 방법: URI-T에 시험용 커팅케이블을 장착한 상태로 해저면에 안착시킴. 이후, 

유압로봇팔과 그리핑툴, 커팅툴을 이용하여,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시험을 진행함

② 케이블 유지보수 작업성 확인 시험 결과 요약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함.

③ 케이블 유지보수 작업성 확인 시험 결과 상세 내용

수심 약 507m 해저에서 케이블 그리핑 및 커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 

아래 그림은 시험 진행 내용을 촬영한 영상의 스틸컷임.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911

[그림 3-1053] 해저 케이블 유지보수(그리핑/커팅) 시험 모습

아래 그림은 URI-T 회수 후 케이블 커팅 상태로 확인한 결과이며, 케이블 단면이 매

끄럽게 절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054] 커팅된 해저 케이블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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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개선 사항 및 보완 진행 계획

실해역 시험을 통해 시스템의 개선사항이 다수 발견됨. 또한, 용선사인 KT서브마린

은 해저케이블 매설 로봇 운용 경험이 풍부하여, 개선 항목에 한 의견을 다수 확

보할 수 있었음. 실해역 시험을 통해 확인한 개선 사항과 보완 진행 사항/계획은 다

음과 같음.

구분*) 개선사항 보완 계획

작동유/유압
시스템

∙ 실증시험 기간 내내 낮은 온도가 문제
됨. 외부 기온에 영향을 받지않고 장시
간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더운 지역/추운지역 구분없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야함(2핵심 작업 시 해수 
온도가 낮아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웠음)

∙ 2단계 추진 예정
- 실해역 시험이 여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점도가 다소 높은 작동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임. 실해역 
시험이 진행된 수심 500m의 해저는 
밀도가 가장 높은 4도 수준으로 매우 
낮았음. 점도가 좀 더 낮은 작동유로 
교체할 예정임.

∙ 운용 시 누유를 대비하여 리저버/컴팬
세이터 용량이 더 커져야 함

∙ 현 수준에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실해역 시험 시 오일이 가장 많이 소

비된 상태에서 (운용상 실린더들이 전
진된 상태) 리저버 볼륨이 얼마나 저
하되었는지 확인 필요

- 실해역 시험 시 관찰한 결과 리저버 
레벨이 80%->60% 수준이었으므로 
리저버 용량과 보상기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퀵커넥터 보호커버 필요

∙ 2단계 추진 필요
- 고무 금형 제작을 통해 사이즈별 맞

춤 성형 필요
- 약 300만원 정도 소요 예상

∙ 유압 작동부 수동 조작용 유압포트 필요

∙ 현 수준에서 기능 가능하며, 2단계 보
완 필요

- 차지 카트를 이용한 외부 유압 공급
을 위해서 스러스터 밸브팩, 멀티펑션 
밸브팩에 압력과 리턴라인 스페어포
트가 있음.

- 외부 유압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리
저버 압력 보상 오일을 빼야 하며, 개
별밸브팩의 스페어포트에 차지카트를 
연결하여 수동으로 공급하고, 리턴라
인으로 빼면 됨.

- 리저버 압력 보상 오일을 빼야 하므
로 (양압 제거), 정비 후 압력 보상 오
일을 채우기 전에 개별 동작 확인을 
위해 수행하도록 해야 함. 

[표 3-144] 실해역시험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 및 보완 진행 사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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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선사항 보완 계획

∙ 절연유 컴펜세이터 용량 증가 필요(누
유 대비)

∙ 2단계 추진 필요
- 레벨 센서 장착과 테스트를 통해 정

확한 오일 수축량 측정 필요 (모터, 
밸브팩, 스러스터 하우징)

∙ 각 컴펜세이터의 레벨 센서 필요

∙ 2단계 추진 필요
- 리저버를 제외하고, 보상기 총 19개, 

레벨 센서 장착을 위해서는 압력보상
기 신규 주문 제작 필요

- 압력 보상기 전용 내압 용기 인스트
루먼트캔 필요

- 약 5천만원 이상 소요 예상

제팅 시스템

∙ 워터펌프 베어링 하우징용 컴펜세이터
가 없었음 컴펜세이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레벨센서 필요.

∙ 2단계 추진 필요
- 펌프 어셈블리를 완전 분해하여 베어

링 하우징에 보상기 포트홀을 가공하
여 설치가 가능함, 펌프 어셈블리를 
완전 분해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

∙ 베어링 하우징 오일 교체 및 드레인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제팅 모터 전용 컴펜세이터 및 릴리프 
밸브, 레벨 게이지 필요

∙ 현수준 구현됨, 2단계에서 보완필요
- 컨펜세이터및릴리프밸브적용되어있음
- 컨펜세이터레벨센서보완필요(2단계)

∙ Cooling 시스템 개선 필요(최고 속도 
테스트 시 Jetting 100%로 10분도 채 
사용하지 않았으나 심한 발열 발생)

∙ 원인분석 및 개선 필요(2단계에서 보완 
필요)

- 현재 기본적인 쿨러 시스템은 적용이 
되어 있음

- 실해역 테스트 시 과하게 온도가 상
승한 원인은 모터 내부에 해수가 유
입이 되어 절연이 나뻐져서 현상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온도 상승
의 원인 분석 필요

∙ Jetting motor Cooler, Gear Pump의 
Body 재질은 부식에 강한 재질로 제
작되어야 함

∙ 보완 검토
- 현재 우레탄 페인팅이 적용이 되어 

있으며, 제작사에 내구성 및 개선 방
법을 기술 지원 예정

∙ Motor의 Cooler는 내부 Tube 타입으
로 O-ring으로만 Seal이 되어 있었음. 
O-ring 손상 시 절연유 누유로인한 해
수 노출 위험 

∙ 보완 검토
- 제작사에 보완 방법 및 개선 방안을 

검토 예정

∙ 사이드 암로드 측정되어야 함

∙ 보완 검토
- 현재로써는 타사 장비에도 미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술 검토 
예정

∙ 제팅 드레인 밸브(?) 불필요. 용도는?

∙ 제거 검토
- 현재로써는 미사용하고 있으며, 나중

에 추가 장치나 확장 등이 필요하면 
사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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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시스템
/센서

∙ 운용 중 셧다운 시 통신 유무가 상시 
가능하도록(지난 작업 시 자이로 Off 
헤딩값 오류 시 정상인지 아닌지 디스
플레이에서는 확인이 안됨)

∙ 1단계 내 조치 예정
- GUI에 해당 기능 추가할 예정임

∙ 운용 중 상시 모니터링 해야하는 화면
과 필요시에만 보는 화면의 구분이 필
요(전반적인 화면 배치의 개선 필요)

∙ 2단계 추진 검토
- 현재의 HW 구성에서는 구현이 어려

움. 비디오 메트릭스에 추가적인 장치
가 필요함.

∙ 컨트롤밴 시스템 통합 알람 시스템 부
재(기존에 제공한 T800 및 Q1000 디
스플레이 참조)

∙ 2단계 내 조치 예정
- T800, Q1000을 참조하여 기존 알람 

기능 수정 및 강화

∙ 파워밴 컨디션도 컨트롤밴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함(예시. 절연, Phase 
difference 등)

∙ 2단계 추진 필요
- 현재 파워밴에는 절연 릴레이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절연 모니터를 설치한다
면 재료비만 약 3,000만원이 소요됨.  
1단계 사업비 부족으로 절연모니터 
대신 절연릴레이 구성하여 파워밴을 
제작함.

- 절연모니터 장비는 2단계 사업 진행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 필요.

∙ 조류계 설치되어 있으나 조류 방향/세
기가 확인 되도록(수면과 수중의 조류
가 다를 수 있음)

∙ 2단계 내 조치 예정
- DVL 센서의 조류 정보 수치 계산 기

능 구현
- 표현을 위한 GUI개선

∙ TSS Altimeter와 별개로 독립적인 Altimeter 
필요

∙ 실해역 시험 현장 반영 완료
(DVL 고도정보 활용)

∙ 추진기 개별 on/off 기능 추가 필요
∙ 2단계 조치 예정
- SW적 기능 구현 이슈이며, etherCAT 

SW 및 GUI 변경 예정

∙ 추진기 출력값 %로 표시 필요(추진기 
고장 발생 시 일부 추진기만으로 동작
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음)

∙ 2단계 내 조치 예정
- etherCAT SW 및 GUI 변경 예정

∙ Jetting arm deploy 상태 표시 단위 변
경 필요(m)

∙ 실해역 시험 수행 시 현장 반영 완료

∙ depth sensor zeroing 기능 필요(수면
에서)

∙ 실해역 시험 수행 시 현장 반영 완료
- 추가적인 보완 작업 진행 예정

∙ 윈치 turn counter 단위변경(deg) 및 
수면에서 zeroing 기능 필요

∙ 실해역 시험 수행 시 현장 반영 완료
- 추가적인 보완 작업 진행 예정

∙ 상단 각종 모니터에 중요 정보 표시 
필요(Sonar, winfrog, top camera, 
deck camera, TSS 등)

∙ 실해역시험 현장 반영 완료

∙ Main 화면에도 TSS 등 다른 모니터링 
화면 띄울수 있게 변경 필요(현재는 
GUI만 4분할 표시 가능함)

∙ 2단계 추진 검토
- 현재의 HW 구성에서는 구현이 어려

움. 비디오 메트릭스에 추가적인 장치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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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iCAN 내부 통신 보드와 선상 시스
템 통신 오류

∙ 현상 재현 후 원인 분석 및 조치 완료

∙ 전방 소나 해상도 조정 필요(후방에 비
하여 불안정하였음)

∙ 1단계 내 기본 조치 완료
- 제작사 문의 및 개별 성능 실험 진행 

추가적인 원인 분석 및 개선 작업 진
행 예정

ROV HW

∙ 전방 주시 고정 카메라 필요(영상으로
부터 케이블의 상대위치 대략적 파악
할 수 있어야 함)

∙ 2단계 추진 필요
- 카메라 추가를 위한 포트 추가 필요함

∙ 엄빌리컬 관측용 top camera/light 필
요함

∙ 실해역시험 현장 반영 완료

∙ 스키드 구조 개선(폭 넓게 제작되어야. 
하중이 집중되는 것에 비해 취약)

∙ 2단계 추진 예정
- 폭 개선된 스키드 제작하며, 작업 환

경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밸브팩 제어보드 내압성능 이슈 있음

∙ 1단계 내 조치 완료
- 실해역 시험 시 발견한 밸브팩보드 

오동작의 원인은 릴레이 부품 내부 
공기층으로 인하여 수중 압력을 받으
면 접점 스프링이 붙어서 솔밸브에 
전원이 공급됨

- 밸브팩에 사용한 릴레이를 전부 FET 
반도체 스위칭 소자로 변경하여 제어
보드 재설계 및 제작함.

- 300bar(수심 3,000m 수준)의 내압 시
험을 통해 내압 성능 검증 완료함.

∙ 내압용기 고정밸트 재질 변경(내구성 
강화 필요)

∙ 현 수준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현 밸트 방식은 금속 밸트에 비해 부

식에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노후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부력재 고정 볼트 부식
∙ 1단계 내 반영 완료
- 고정볼트 신품 교체후 및 부식 방지 

조치 완료

파워밴

∙ 파워공급(인버터) 절연상태 모니터링 
기능 필요

∙ 2단계 추진 필요
- 현재 파워밴에는 절연릴레이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절연모니터를 설치한다
면 재료비 약 3,000만원이 소요됨.1단계 
사업비 부족으로 절연모니터 대신 절
연릴레이 구성하여 파워밴을 제작함

- 절연모니터장비는 2단계 사업 진행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 예정

∙ 파워밴 냉각 개선(배전반 내부 공기 순
환 가능하도록)

∙ 2단계 부분 보완 필요
- 파워밴2(트랜스)는 현재 냉각기로 충

분함.
- 파워밴1(인버터)에는 추가로 냉각용 

에어컨을 인버터 정면에 설치가 필요. 
또한, 내부 순환용 팬을 추가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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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밴의 정션박스는 내부에 설치되어
야 함(2핵심 장비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음, 습기에 취약)

∙ 2단계 보완 필요
- 현재 파워밴 구조상 내부에 정션박스 

설치는 불가능하며, 외부에서 접속할 
전선이 많으므로 내부 설치 시에 어
려움이 발생함.

- 따라서 현재 구조에서 습기에 대한 
전선 인입구에 해수 유입방지 컴파운드 
설치와 내부에 히터와 방수용 통풍팬 
설치하여 습기가 안 생기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 진행 시 내부 
냉각기 설치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임.

인양고리

∙ 구조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며 단순화 
필요(T800의 경우 양쪽 핀 두개만 조
립하면 됨)

∙ 별도의 리프팅용 구조물 필요(2핵심 장
비는 인양고리 연결되 상태에서 크레
인 사용 불가)

∙ 2단계 추진 필요

엄빌리컬 
윈치

∙ 컨트롤밴에서 Co-Pilot 이 운용가능하
도록 시스템 개선(윈치 전용 디스플레
이 필요)

∙ 2단계 추진 필요
- 2단계에서 엄빌리컬 윈치 주문 제작

시 반영∙ 엄빌리컬 외장 와이어 내구성 취약

데크팩(charg
e cart)

∙ 데크에서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2핵심 데크펙은 오일 충전 
용도로만 사용) ∙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데크 테스트 시 발열로 인해 계속 해
수로 냉각하였음

Auto 
Heading 컨

트롤

∙ T800 이나 Q1000 의 경우 Auto Heading
설정 시 현재 헤딩에서 On/Off 로 조
정하여 설정

∙ 1단계 내 반영 완료
- 기능 구현 방식의 이슈이며 SW적 구

현 완료
- EtherCAT SW 수정
- 현재 각도에서 keeping mode setting

되고, joy에 의해 1도 단위로 keeping 
각도 변경

∙ 2핵심 ROV의 경우 원하는 헤딩값을 
터치스크린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임
(이 경우 빠른 대처가 불가)

∙ Auto Headig의 오차는 ±1도 이내로 
최소화

∙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능 구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오차

가 큰 부분 발생된 것으로 보임
- 추가적인 알고리즘 개선 및 게인 튜

닝이 필요할 경우 진행 예정

기타

∙ 선상에서 모든 정비가 가능하도록 구
조 개선(육상과 달리 지게차 등의 지원
이 없으며 선박 크레인 만으로  모든 
정비작업 가능하도록)

∙ 2단계 추진 검토
∙ 모든 파트의 고장을 고려하여 해체/교

체 정비 Method 필요
∙ 체계적인 도면 필요
∙ 모든 컨테이너는 운송/선적 등을 고려

하여 규격 Offshore 스탠다드 컨테이
너로 제작(예시 ISO 20피트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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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RI-T 사양서

(1) URI-T 사양서

URI-T

General

depth rating (m) 2,500

length (m) 6.5

width (m) 5.0

height (m) 4.5

weight in air (kg) 21,280

submerged weight (kg) 540

power (HP)

total 933

hydraulic power 
unit

333

water pump 2 x 300

Performance

forward speed (knots) 3.12

trenching depth (m) 3.0

trenching width (m) 0.2 - 0.7

trenching speed (km/hr) 2.25 (@ 1m trenching depth)

[표 3-145] URI-T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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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waterjet system 2 x 986m3/hr@9bar

manipulator 1 x 7 function, 1 x 5 function

cable cutting tool max. cutting pressure 692bar 

cable gripping tool max. gripping force 25tonf

cameras

 1 x CCD color zoom(Sidus SS420)
 2 x CCD Monochrome(Sidus SS425)
 2 x CCD Color Compact(SS404)
 2 x Deepsea Super Wide-I SeaCam
 2 x Deepsea LED Multi-SeaCam

lights
 1 x Deepsea LED Matrix-3 SeaLite
 6 x Deepsea SeaLite Sphere SLS-5500

sensors

altimeter Teledyne ALT250

cable tracker Teledyne TSS Dual 
Track(350+440)

acoustic 
positioning Sonardyne WMT 8190-3111

heading sensor Honeywell HG-1700

depth sensor Digiquartz Series 8000

profiler Blueview M900-2250

DVL Teledyne WHN600K3

thrusters

horizontal 4 x RiSEAⓇ HPT500

vertical 4 x RiSEAⓇ HPT500

forward thrust 3,724 kgf

lateral thrust 2,150 kgf

umbilical Winch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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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유사 제품과의 비교

구분 개발로봇 해외 기술(경쟁제품)

사진

주요 제원 
(성능)

∙ Depth rating: 2,500m
∙ Power: 933HP
∙ Size: 6.0 x 5.5 x 4.5 m(LWH)
∙ weight: 21,280 kg (air)
∙ max. burial depth: 3m
∙ max. burial speed: 2km/hr
∙ max. forward speed: 3knots

∙ Depth rating:  2,500m
∙ Power: 800HP
∙ Size: 5.3 x 3.6 x 3.0 m(LWH)
∙ weight: 22,000 kg (air)
∙ max. burial depth: 3m
∙ max. burial speed: N/A
∙ max. forward speed: 2.3knots

차별성 및 
우수성

∙ 무게 대비 출력 비율이 향상되어 해외 경쟁 제품 대비 이동 성능이 우수함
(URI-T: 933HP/21ton, T-800: 800HP/22ton)

∙ 해저케이블 매설에 요구되는 작업 사양은 로봇의 적용 목적에 따라 유사하게 설정
되는 부분으로 해외 경쟁 제품들과 동등 수준으로 확보

∙ 최대 매설 심도, 최대 매설 속도, 최대 전진 속도 등 주요 작업 사양이 실해역 시험
을 통해 검증됨

∙ 매니퓰레이션 원격조종 어시스턴스 기술이 적용되어, 케이블 커팅/그리핑을 포함한 
로봇팔 작업 시 작업 시간 단축 및 작업자 피로 감소 가능

∙ 최초의 국산화 개발함으로써, 소수 국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수중 건설로봇 시
장에 대한 국내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

[표 3-146] 해외 유사 제품과의 성능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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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달성도

(1) 최종 정량적 최종 목표 달성도

정량적 성과 목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치(%)

작업 수심 2,500m (실해역 500m) 2,500m (실해역 509.4m) 100%

매설 심도 3m 3.03m 100%

매설 속도 2km/hr 2.24km/hr 100%

전진 속도 3knots 3.12knots 100%

작업 하중 500kg 540kg 100%

[표 4-1] 정량적 최종 성과 목표 및 달성치

(가) 작업 수심

[표 4-2] 최종 성과지표 달성표 : 작업 수심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4

번호 2핵심-최종-① 담당 기관
내압시험: 대양전기공업
실해역시험: 전 참여기관

성과목표 작업 수심 성과지표 작업 수심

목표값 2,500m (실해역 500m) 달성값 2,500m (실해역 509.4m)

날짜
내압시험: 2016.03.15-30.

실해역 시험: 2018.10.22-26.
장소

내압시험: KRISO
실해역시험: 동해 실해역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내압시험: 제3자 검증
실해역시험: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 실해역시험을 통한 500m급 작업수심 확인

시험 장비 목적 비고

URI-T 세트 검증 대상

해저케이블 매설 대상 실험 전 설치

Ton generator 해저케이블 톤 공급

운용선박 및 관련 설비 URI-T운용, 전원, 테더케이블 관리

지원선 해저케이블 톤제네레이터 운용

USBL 수중로봇 URI-T 수중 절대위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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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AS 시험성적서를 통한 2,500m급 내압성능 확인

시험 장비 목적 비고

내압용기 검증 대상

가압챔버 내압용기 가압 KRISO

■ 실험 결과
• 실해역시험을 통한 500m급 작업수심 확인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작업수심 500m 509.4m 만족

A. 시험 방법
 - 계획된 실해역 시험의 모든 내용을 수심 500m 급의 해저면에서 진행함. 이상의 시험은 케이블 

매설 시험 및 시험 결과 검증, 최대 전진속도 시험, 케이블 유지보수(케이블 그리핑/커팅) 시험 
등을 포함함.

B. 시험 일정
 - 2018년 10월 22일 - 26일

C. 시험 결과 요약
 - 작업수심 500m 수준의 해저면에서 약 20시간 시험 진행
 - 측정된 최대 작업수심은 509.4m임.

D. 실험 결과 상세 내용
 - 수심 500m 급 해저면에서 약 20 시간동안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작업수심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검증함.
 - 시험시 측정된 최대 수심은 509.4m이며, 최대매설심도 시험 진행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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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다양한 시험들이 수심 500m 구간의 해저면에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험 내용 및 작
업 수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KOLAS 시험성적서를 통한 2,500m급 내압성능 확인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작업수심 2,500m(250bar) 250bar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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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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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설 심도

[표 4-3] 최종 성과지표 달성표 : 매설 심도

번호 2핵심-최종-➁ 담당 기관 전 참여기관

성과목표 매설 심도 성과지표 매설 심도

목표값 3m 달성값 3.03m

날짜 2018.10.23.-26. 장소 동해 실해역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내압시험: 제3자 검증

실해역시험: 자체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URI-T 세트 검증 대상

해저케이블 매설 대상 실험 전 설치

Ton generator 해저케이블 톤 공급

운용선박 및 관련 설비 URI-T운용, 전원, 테더케이블 관리

지원선 해저케이블 톤제네레이터 운용

USBL 수중로봇 URI-T 수중 절대위치 파악

■ 실험 결과

A. 시험 방법

a. 시험 진행 일정: 

 - 최대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2018년 10월 23일

 - 3m 매설 작업성 시험: 2018년 10월 25일

 - 3m 매설 결과 서베이: 2018년 10월 26일

b. 시험 방법: 

 - 최대 3m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워터젯시스템을 3m 깊이로 매설작업을 하면서 

5m 이상 거리 이동(상세한 방법은 시험계획서 참조)

- 3m 매설 작업성 시험: 약 100m 구간에 대해 3m 깊이 매설 시험 진행함. 필요시 반복 트렌칭을 

통해 최종 3m 깊이까지 트렌칭함. 본 실험에서는 3회의 트렌칭을 통해 목표 깊이까지 트렌칭했

으며, 1회에서는 약 1.2m 깊이, 2회에서는 약 2.2m, 3회에서 최종 깊이인 3m까지 매설함.

B. 최대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요약

 - 매설심도 3.03m로 약 7미터 거리를 성공적으로 트렌칭함.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매설심도 3m 3.03m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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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대 매설 심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상세 내용

 - 수심 약 509m 구간에서 진행하였으며, 트렌칭이 되지 않은 지면에 대해 제팅암을 최대로 

deploy시킨 상태(매설심도 3.03m)에서 트렌칭을 진행하면서 약 7m 이동함. 그 결과, 최대 매

설 심도 관련 정량적 목표를 만족하는 결과를 획득함.

 - 아래 그림은 최대매설심도 시험 시 GUI를 통해 확인한 URI-T의 상태정보이며, 제팅암이 3.03m 

deploy된 상태에서 워터젯 분사압 60% 수준으로 매설작업을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아래 두 번째 그림에서 매설 시 진행거리가 약 7m(RNG: 0.007km)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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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그림은 최대 매설심도 정량적 목표 평가 수행시 작업모습을 나타낸 그림임. 아래 그림의 좌

측 상단에서 전방카메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서 후방카메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후방카메라의 경우, 워터젯 분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에 의해 시야가 매우 제한되며 작업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D. 3m 매설 작업성 시험 결과

 - 수심 499m-495m의 해저면에서, 약 100m 거리 구간에 대해 3회의 트렌칭을 통해 3m 깊이로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3m 매설 작업성 시험을 수행함. 1회 약 1.2m 깊이, 2회 약 

2.2m, 3회 3.03m로 총 3회의 트렌칭을 통해 매설 깊이 3.03m를 확보하였으며, 매설 거리는 약 

100m 구간을 진행함.

 - 아래 그림은 3m 깊이 매설 결과를 서베이하는 모습을 나타냄. 아래 그림의 위쪽 좌우화면에서 

3m 깊이 매설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 트렌칭을 통해 깊은 골짜기가 일정한 폭으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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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그림은 위 매설결과 화면 중 TSS 350센서(케이블 위치 감지 센서)의 결과화면을 따로 도시

한 그림임. 아래 그림으로부터, 해저케이블이 해저면에서 약 2.4m 깊이로 매설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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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설 속도

[표 4-4] 최종 성과지표 달성표 : 매설 속도

번호 2핵심-최종-➂ 담당 기관 전 참여기관

성과목표 매설 속도 성과지표 매설 속도

목표값 2km/hr 달성값 2.24km/hr

날짜 2018.10.24.-25. 장소 동해 실해역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3자 검증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URI-T 세트 검증 대상

해저케이블 매설 대상 실험 전 설치

톤제네레이터 해저케이블 톤 공급

운용선박 및 관련 설비 URI-T운용, 전원, 테더케이블 관리

지원선 해저케이블 포설 및 톤제네레이터 운용

USBL 수중로봇 URI-T 수중 절대위치 파악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매설속도 2km/hr 2.24km/hr 만족

A. 시험 방법

a. 시험 진행 일정: 

 - 최대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평가 시험: 2018년 10월 24일

 - 1m 매설 작업성 시험: 2018년 10월 24일

 - 매설 결과 서베이: 2018년 10월 25일

b. 시험 방법: 

 - 최대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평가 시험: 매설 깊이 1m 수준에서 최대 속도로 매설작업을 진행

하면서 30m 이상 이동거리에 대해 평균 매설 속도를 측정함(상세한 방법은 시험계획서 참조)

 - 1m 매설 작업성 시험: 약 100m 구간에 대해 1m 깊이 매설 시험 진행함. 1회의 트렌칭을 통해 

1m 깊이까지 매설함.

B. 최대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요약

 - 매설 깊이 1m 이상으로 트렌칭하면서 34.25m의 거리를 2.24km/hr의 속도로 매설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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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대 매설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상세 내용

 - 수심 약 502m-499m 해저면에서 최대매설속도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매설깊이 1m로 트렌칭하

면서 34.25m의 거리를 2.24km의 속도로 매설 진행한 결과를 획득함. 

 - 아래 그림은 매설 속도 시험 시 ROV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순간 최대 매설 속도가 

3.1km/hr로 기록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위 결과와의 동일 시간대에 워터젯 분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팅암

이 1m 이상 깊이로 배치되어 있으며(port측 1.01m, starboard측 1.06m) 워터젯 분사 출력 

100%로 매설 작업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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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그림은 선박에서 관측 및 로깅된 URI-T의 속도 프로파일을 나타냄. 초반에 약 100m 구간

에 대해서 1m 깊이 매설 작업성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회에 걸쳐 최대 매설속도 시험을 

진행한 결과임.

 - 최대 매설속도 시험 두 번째 결과를 좀 더 확대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으며, 표시된 구간에서 

약 34.25m의 거리를 2.24km/hr의 평균속도로 매설작업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매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베이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임. 1m 깊이 트렌칭의 결

과로 고랑이 일정하게 생성된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TSS 350(케이블 위치 감

지 센서)으로 확인한 결과 케이블이 약 0.8m 수준으로 매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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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m 매설 작업성 시험 결과

 - 수심 504m-502m의 해저면에서, 약 100m 거리 구간에 대해 1m 깊이로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

함으로써 매설 작업성 시험을 수행함. 아래 그림은 매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베이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임. 1m 깊이 트렌칭의 결과로 고랑이 일정하게 생성된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TSS 350(케이블 위치 감지 센서)으로 확인한 결과 케이블이 약 0.8m 수준으로 

매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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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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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진 속도

[표 4-5] 최종 성과지표 달성표 : 전진 속도

번호 2핵심-최종-➃ 담당 기관 전 참여기관

성과목표 전진 속도 성과지표 전진속도

목표값 3knots 달성값 3.12knots

날짜 2018.10.23 장소 동해 실해역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3자 검증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URI-T 세트 검증 대상

운용선박 및 관련 설비 URI-T운용, 전원, 테더케이블 관리

USBL 수중로봇 URI-T 수중 절대위치 파악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전진속도 3knots 3.12knots 만족

A. 시험 방법
 - 시험 진행 일정: 2018년 10월 23일
 - 시험 방법: URI-T를 해저면에서 약 16m 부양시킨 상황에서 최대 추진력을 이용하여 전진시키

면서 30m 이상 구간에 대해 평균속도를 측정함(상세 내용은 시험계획서 참조)
B. 최대 전진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요약
 - 31.5m의 거리를 평균 3.12knots의 속도로 전진 성공함.
C. 최대 전진 속도 정량적 목표 검증 시험 결과 상세 내용
 - 수심 약 504m 해저에서 엄빌리컬을 이용하여 URI-T를 지면에서 약 16m 수준으로 부양시킴. 

이후 최대 속도 시험을 수행한 결과, 31.5m의 거리를 평균 3.12knots의 속도로 전진하는 시험 
결과를 얻음.

 - 아래 그림은 최대 전진 속도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순간 최대 속도가 6.1km/hr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위를 환산하면 3.29knot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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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그림은 선박에서 로깅된 URI-T의 속도정보를 도시한 그림임. 아래 그림의 표시된 영역에
서 31.5m의 거리를 평균 3.12knots(5.78km/hr)의 속도로 전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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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작업 하중

[표 4-6] 최종 성과지표 달성표 : 작업 하중

번호 2핵심-최종-➄ 담당 기관 대양전기공업

성과목표 작업 하중 성과지표 작업 하중

목표값 500kg 달성값 540kg

날짜 2018.11.22 장소 수조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URI-T 세트 검증 대상

크레인 저울 작업하중 측정

호이스트 플랫폼 이동 및 입수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작업하중 500kg 540kg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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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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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차년도 목표 달성도

정량적 성과 목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치(%)

매설심도 3m 3.0m 100%

매설속도 2km/hr 2.36km/hr 100%

전진속도 3knots 2.59knots 86%

케이블 그리퍼 25tonf 25.2tonf 100%

케이블 커터 690bar 692bar 100%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영상이미지 매칭률: 80% 80.2% 100%

수중 정밀 복합 항법 1% of traveled distance 0.84% 100%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맵 해상도: 10 x 10 x 

10mm
100 x 100 x 100x mm 10%

ROV 고장검출 검출률: 80% 89% 100%

[표 4-7] 5차년도 성과 목표 및 달성치

(가) 매설심도

번호 2핵심-5차년도-➀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매설 심도 성과지표 매설 심도

목표값 3m 달성값 3.0m

날짜 2017.02.27.-28 장소 포항 흥해읍 나대지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간이수조/파이프구조물 워터젯 분사용 물 공급

수조 설치 언덕 및 모래지반 공사 매설 심도 테스트 환경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매설 심도 3m 3.0m 만족

[표 4-8] 5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매설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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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7.~ 2017.02.28. 육상실험을 통해 최대 매설 심도 확인을 위한 육상 실험을 진행함
 - 매설 지반 조건을 최대매설 조건인 모래층으로 구성하고, 물공급을 위한 간이 수조 등 실험 환경 

구축하여 실험함.
 - 실험 결과, 제팅암 최대 각도인 59도까지 매설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매설 깊이로 환산 시 약 

3.02m가 됨.

      매설심도젯팅암길이× sin젯팅암 각도플랫폼스키드에서 젯팅암 높이
× sin도≈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942

(나) 매설속도

번호 2핵심-5차년도-➁ 담당 기관 전기관

성과목표 매설 속도 성과지표 매설 속도

목표값 2km/hr 달성값 2.36km/br

날짜 2017.11.27.-2017.12.09 장소 포항 영일신항만 인근 해역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바지선 연근해 시험 로봇운용 선박 150톤급 선박 고정크레인 포함

제네레이터 ROV 및 선상시스템 전원 공급
1000kW급 1대

100kW급 1대

시험용 해저 케이블 매설 대상물

톤제네레이터 케이블 검출용 톤신호 공급

케이블텐셔너 ROV 테더케이블 운용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매설속도 2km/hr 2.36km/hr 만족

 - 2017.11.27. ~ 12.09 케이블 매설로봇 연근해 실증시험 진행 시 매설 속도 2km/hr 달성여부를 실

험을 통해 검증함

 - 실험 결과

  : 최대 매설 심도 약 2.36km/hr로 최종 목표 사양 초과 달성.

  : Global 좌표계로 출력되는 항법 정보를 취득하여, 전진속도로 환산함.

매설속도 ≈≈

[표 4-9] 5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매설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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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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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진속도

번호 2핵심-5차년도-➂ 담당 기관 전기관

성과목표 전진 속도 성과지표 전진 속도

목표값 3knots 달성값 2.59knots

날짜 2017.11.27.-2017.12.09 장소 포항 영일신항만 인근 해역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바지선 연근해 시험 로봇운용 선박 150톤급 선박 고정크레인 포함

제네레이터 ROV 및 선상시스템 전원 공급
1000kW급 1대

100kW급 1대

케이블텐셔너 ROV 테더케이블 운용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전진 속도 3knots 2.59knots 미달

 - 2017.11.27. ~ 12.09 케이블 매설로봇 연근해 실증시험 진행 시 전진 속도 3knots 달성여부를 실

험을 통해 검증함

 - 실험 결과

  : 최대 전진속도 약 2.59knots.

  : Global 좌표계로 출력되는 항법 정보를 취득하여, 전진속도로 환산함.

[표 4-10] 5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전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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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속도 ≈≈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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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케이블 그리퍼

번호 2핵심-5차년도-➃ 담당 기관 한국도키멕

성과목표 수중 작업공구 기술 성과지표 케이블 그리퍼

목표값 25tonf
∅17~110mm 달성값 25.2tonf

날짜 2018.02.05 장소 한국도키멕 대구공장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그리퍼 테스트 장비

(로드셀, 유압동력장치 포함)
그리퍼 파지력(당김력) 측정

한국도키멕(주) 자체제작

(특허등록 제10-1763849)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파지력(당김력) 25톤 25.2톤 만족

• 시험대상 케이블 외경 Φ42(Amored)

  

• 본 시험은 2017.04.12일 KRISO에서 “KR RB-05-K(2012) 잠수정 규칙 306 압력용기 및 기구“ 시험

방법에 의해 해당 시험을 통과한 시제품을 대상으로 함(KOLAS 시험성적서 번호 : 

KRISO-2017-007).

• 절차 2단계, 유압 커플링 자동 탈거 시험은 2018.08.17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서 해당 장비에 부

착하여 기능성을 확인함.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표 4-11] 5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케이블 그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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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이블커터

번호 2핵심-5차년도-➄ 담당 기관 한국도키멕

성과목표 수중 작업공구 기술 성과지표 케이블 커터

목표값 690bar 달성값 692bar

날짜 2018.02.05 장소 한국도키멕 대구공장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압력센서, 유압동력장치(HPU) 최대 절단 압력 측정 한국도키멕(주) 자체제작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최대 컷팅 압력 690bar 692bar 만족

• 시험대상 케이블 외경 Φ42(Armored)

　

• 본 시험은 2017.04.04일 KRISO에서 “KR RB-05-K(2012) 잠수정 규칙 306 압력용기 및 기구“ 시험

방법에 의해 해당 시험을 통과한 시제품을 대상으로 함(KOLAS 시험성적서 번호 : KRISO-2017-006).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표 3-12] 5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케이블 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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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번호 2핵심-5차년도-➅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목표값 영상이미지 매칭률: 80% 달성값 80.2%

날짜 2017.10.10.-13.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실험실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유압매니퓰레이터 검증 대상

카메라(2EA) 유압매니퓰레이터 자세 샘플 사진 획득

컴퓨터 영상 이미지 매칭 알고리즘 구동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영상 이미지 매칭률 80% 80.2% 만족

• 시험 결과 및 단계별 매칭률 변화 추이

<영상 이미지 매칭 결과>

[표 4-13] 5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유압 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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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미지 샘플 일부: 좌/우 카메라 영상>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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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중 정밀 복합 항법

번호 2핵심-5차년도-➆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수중 정밀 복합 항법

목표값 1% of traveled distance 달성값 0.84% of traveled distance

날짜 2017.02.13.-14. 장소 포항 여객터미널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P-SURO II KIRO 보유 수중로봇 플랫폼

선상원격제어시스템 P-SURO II 선상시스템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 복합항법 위치 정밀도 1% 이동거리 0.84% 이동거리 만족

   - 해수면에서 복합 항법 성능검증 (실험데이터 : 포항여객터미널)

[표 4-14] 5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정밀 복합 항법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951

실험순번 RMS 오차 (m) 끝점 오차 (m) 유영시간 (sec.) RMS 오차/min 끝점 오차/min

1 0.9702 0.8079 180 0.3234 0.2693

2 1.0746 1.4145 190 0.339347368 0.446684211

3 0.6523 2.345 300 0.13046 0.469

4 1.7557 1.571 328 0.321164634 0.287378049

5 1.6659 4.2145 293 0.341139932 0.863037543

6 0.9248 1.2078 296 0.187459459 0.244824324

7 1.3717 2.0547 340 0.242064706 0.362594118

8 1.204 0.8945 233 0.310042918 0.230343348

9 2.1394 2.1857 243 0.528246914 0.539679012

10 1.0844 1.5695 246 0.264487805 0.382804878

평균값　 1.2843 1.82651 264.9 0.298781374 0.409564548

현장실험 항법 오차 분석

 - 연근해 실험에서 ROV의 전진속도는 평균 0.95knots(약 0.489m/s)이고 매번 실험 시간은 평균 

264.9초로 이 경우 평균 이동거리는 약 129.5m가 나옴. 이 경우, 끝점 평균 RMS 오차는 약 

0.84% of traveled distance가 됨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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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중 작업 실시간 3D 구현

번호 2핵심-5차년도-➇ 담당 기관 심양자동화연구소/중국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목표값 맵 해상도: 10 x 10 x 10mm 달성값 100 x 100 x 100 mm

날짜
2017.11.10.

(2018.10.19.-26 실해역시험 추가 검증) 
장소

심양자동화연구소/중국
(동해상 실해역시험 주가 검증)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URI-T 세트(이미지소나 포함) 검증 대상

운용선박 및 관련 설비 URI-T운용, 전원, 테더케이블 관리

USBL 수중로봇 URI-T 수중 절대위치 파악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10x10x10mm 100x100x100mm

 - BlueView Sonar를 이용한 소나이미지 획득 및 이에 기반한 3D 구현을 진행하였음

 - 그 결과, 100mm x 100mm x 100mm 수준의 cubic box에 대한 분별이 가능한 해상도를 획득함.

              

[표 4-15] 5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작업 실시간 3D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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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View Sonar를 이용한 소나이미지 획득 및 INS 데이터를 획득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소나 Raw 이미지를 이용한 3차원 구현후 결과. 도랑 높이 정보를 확인 됨.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 당초 맵 해상도 10x10x10mm의 목표사양은 DIDSON 소나를 활용했을 경우에 목표사양임. 현재 
DIDSON 소나의 경우 3,000m급이 단종되어서 부득이 resolution이 떨어지는 BlueView 소나로 대
체하였으며 이 경우 소나 특성상 10x10x10mm의 당초 목표사양을 만족하기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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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ROV 고장검출

번호 2핵심-5차년도-➈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ROV 고장검출

목표값 검출률: 80% 달성값 검출률: 89%

날짜 2018.10.15 장소 UTEC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URI-T 세트 검증 대상

스로틀 밸브 및 피팅류 가상 누유 발생 실험 전 설치

PC 및 검증 소프트웨어 검출 알고리즘 검증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1. 예측 정확도 - 94 % (최저 값) -

2. 검출율 80 % 89 % (최저 값) 만족

- 수중로봇 플랫폼의 실운용 유압장비 고장 진단 실험

▹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고장난 압력센서들을 신품으로 교체 후 실험 실시

▹ 유압시스템 누유 고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플랫폼 육상 가동 및 센서 데이터 획득

▹ FPH 추진기의 A, B 단 사이에 교축밸브를 설치하고 밸브를 완전히 닫은 상태부터 모두 개방한 상

태까지 밸브 개폐를 총 8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별로 100초 동안 샘플을 추출하여 학습 데이

터로 활용

[표 4-16] 5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ROV 고장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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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 추진기 및 추가 설치된 바이패스 밸브]

▹ 각 단계마다 약 1,600~2,000개의 샘플을 저장하여 12,335개의 샘플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

▹ FPH 추진기의 RPM이 74% 미만으로 떨어지면 고장으로 사전 정의

- 고장진단 알고리즘을 통해 고장 검출율 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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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hon의 TensorFlow Library를 활용한 딥뉴럴네트워크 적용

▹ 유압, 온도, RPM 등 유압추진기와 관련된 27개의 센서 항목을 대상으로 12,335개의 샘플을 학습

에 사용

▹ 실험 결과, 검증 정확도는 99.8%. 임의의 실 측정 실험에서 예측 정확도의 최저치는 약 94%, 검출

율 최저치는 약 89%로 확인되었음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4차 실험

예측 정확도 0.989485 0.943333 1.000000 1.000000

검출율 - 0.892405 1.000000 1.000000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2)]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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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년도 목표 달성도

정량적 성과 목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치(%)

플랫폼 기술

선상전원공급실 제작 선상전원공급실 제작 100%

전기/전자/통신시스템 

제작완료

전기/전자/통신시스템 

제작완료
100%

플랫폼 통합 플랫폼 통합 100%

수중 유압 기술 1차 시제품(225kW/210bar) 1차 시제품(225kW/210bar) 100%

수중 워터젯 기술
1차 시제품 

(986m3/hr@9bar)

1차 시제품 

(986m3/hr@9bar)
100%

케이블 그리퍼 17톤(2차시제품) 19.7톤(2차시제품) 100%

케이블 커터 550bar(2차시제품) 558bar(2차시제품) 100%

선상 관제체계 시스템 

통합
2차 시작품 및 연동 2차 시작품 및 연동 100%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영상이미지 매칭률: 70% 76.7% 100%

수중 정밀 복합 항법 1.2% of traveled distance 1.15% 100%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맵 해상도: 15 x 15 x 

15mm
- 미달

ROV 고장검출 검출률: 50% 71.6% 100%

[표 4-17] 4차년도 성과 목표 및 달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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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랫폼 기술

번호 2핵심-4차년도-➀ 담당 기관 대양전기/레보

성과목표 플랫폼 기술 성과지표 플랫폼 기술

목표값

선상 전원공급실 제작
전기/전자/통신 시스템 

제작 완료
플랫폼 통합

달성값

선상 전원공급실 제작
전기/전자/통신 

시스템 제작 완료
플랫폼 통합

날짜 2016.12.10 장소 UTEC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호이스트 ROV 진회수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선상 전원 공급실 제작
운용 시나리오 기반 수조 

성능 검증(자체평가)
선상 전원 

공급실 제작
만족

전기/전자/통신 시스템 제작 완료
운용 시나리오 기반 수조 

성능 검증(자체평가)
전기/전자/통신 

시스템 제작 완료
만족

플랫폼 통합
운용 시나리오 기반 수조 

성능 검증(자체평가)
플랫폼 통합 만족

 [선상 전원 공급실 콘테이너] 

[표 4-18]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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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인버터, 고압 트랜스포머]

   
[Power Can 전원 공급부] 

- 선상 전원 공급실 콘테이너 제작 완료

- LV 인버터, 고압 트랜스포 구성 및 자체 성능 평가 완료

- POWER CAN 내부 전원 공급 모듈 및 자체 성능 평가 완료

[Ins.1 Can] [Ins.2 Can]

[터미네이션 정션박스]

[수중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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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압용기 3종(Ins1 Can, Ins2 Can, Nav. Can) 전장부 제작, 자체 성능평가 완료

- 엄빌리컬 케이블 터미네이션 정션박스 제작, 자체 성능 평가 완료

- 수중 케이블 포설 및 결선

[플랫폼 장비배치 (전면)]

  

[플랫폼 장비배치 (후면)]

[통합 연동 수조 시험]

- 프레임, 부력재 제작 완료

- 워터젯 모션 베이스, 유압 시스템, 전장부, 장치 구동부 통합 완료

- 콘트롤 밴 및 선상 전원 공급 시스템과 연동 시험 평가 완료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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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중 유압 기술

번호 2핵심-4차년도-➁ 담당 기관 레베산업

성과목표 수중 유압 기술 성과지표 수중 유압 기술

목표값
1차 시제품

(225kW/210bar)
달성값

1차 시제품
(225kW/210bar)

날짜 2016.12.10 장소 UTEC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호이스트 장비 설치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1차 
시제품(225kW/210bar)

운용 시나리오 기반 수조 
성능 검증(자체평가)

1차 
시제품(225kW/210bar)

만족

 [모터 펌프 설치]

 

[블록 밸브]

  

[표 4-19]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유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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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 배관]

 [밸브팩]

  

[밸브팩  배관]

  

- HPU 자체 성능 평가 완료

- 밸브팩 제작 및 자체 성능 평가 완료

- 레저버 및 절연유 충유 라인 제작 및 성능 평가 완료

- 밸브팩 및 추진기 배관 완료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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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중워터젯 기술

번호 2핵심-4차년도-➂ 담당 기관 KT서브마린/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수중 워터젯 기술 성과지표 수중 워터젯 기술

목표값
1차 시제품

(986m3@9bar)
달성값

1차 시제품
(986m3@9bar)

날짜 2016.12.15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시험동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 워터젯 기술 986m3/hr@9bar 986m3/hr@9bar 만족

[표 4-20]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워터젯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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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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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케이블 그리퍼

번호 2핵심-4차년도-➃ 담당 기관 한국도키멕

성과목표 수중 작업공구 기술 성과지표 케이블 그리퍼

목표값 17톤(2차시제품) 달성값 19.7톤

날짜 2017.02.14 장소 한국도키멕 대구공장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그리퍼 테스트 장비
(로드셀, 유압동력장치 포함)

그리퍼 파지력(당김력) 측정
한국도키멕(주) 자체제작
(특허등록 제10-1763849)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파지력(당김력) 17톤 19.7톤 만족

• 그리퍼 성능 시험 수행

- 그리퍼가 케이블을 그립한 상태에서 케이블을 당겨서 미끌림 발생 톤수 측정

  

[표 4-21]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케이블 그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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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결과  

  - 18.6톤까지 미끌림 없음

  - 19.7톤에서 미끌림 시작

• 결과 요약

- 정격 18.6톤

- 최대 19.7톤

  → 정량적 목표인 최대 17톤을 상회하는 결과를 가짐을 검증함.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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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이블커터

번호 2핵심-4차년도-➄ 담당 기관 한국도키멕

성과목표 수중 작업공구 기술 성과지표 케이블 커터

목표값 550bar(2차 시제품) 달성값 558bar

날짜 2017.02.15 장소 한국도키멕 대구공장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압력센서, 

유압동력장치(HPU)
최대 절단 압력 측정 한국도키멕(주) 자체제작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최대 컷팅 압력 550bar 558bar 만족

• Φ47 케이블 커팅 실험 및 최대 커팅암 측정 실험 및  수행

[표 4-22]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케이블 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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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Φ47 케이블 커팅 실험: 완전 절단을 위해 최대 250bar 필요함을 확인

• 최대 커팅압 측정 결과: 558bar → 정량적 목표치인 550bar를 상회함을 검증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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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상 관제체계 시스템 통합

번호 2핵심-4차년도-➅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선상 관제체계 기술 성과지표 시스템통합

목표값 2차 시작품 및 연동 달성값 2차 시작품 및 연동

날짜 2017.03.06 장소 UTEC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호이스트 ROV 진회수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선상 관제체계 기술 2차 시작품 및 연동 2차 시작품 및 연동 만족

• 본 성과목표인 선상 관제시스템 통합 및 2차 연동은 정량적 목표수치로 보여주기에 어려운 부분으

로, 자체평가를 수조시연으로 변경하여 3/6일에 평가위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평가받음.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표 4-23]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선상 관제체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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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번호 2핵심-4차년도-➆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목표값 영상이미지 매칭률: 70% 달성값 영상이미지 매칭률: 76.7%

날짜 2016.12.13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실험실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유압매니퓰레이터 검증 대상

카메라(2EA) 유압매니퓰레이터 자세 샘플 사진 획득

컴퓨터 영상 이미지 매칭 알고리즘 구동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영상 이미지 매칭률 70% 76.7% 만족

• 영상 이미지 매칭 알고리즘 개선

[표 4-24]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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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의 다른 로봇자세 영상에 대해 매칭률 검증 평가 수행

  

• 검증 결과

· 기존(3차년도)알고리즘 평균 매칭률: 63.3%

· 개선(4차년도)알고리즘 평균 매칭률: 76.7%

  → 당해연도 목표치인 70%를 상회하는 결과를 가짐을 검증함.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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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중 정밀 복합 항법

번호 2핵심-4차년도-➇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수중 정밀 복합 항법

목표값 1.2% of traveled distance 달성값 1.15% of traveled distance

날짜 2017.02.13.-14. 장소 포항 여객터미널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P-SURO II KIRO 보유 수중로봇 플랫폼

선상원격제어시스템 P-SURO II 선상시스템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 복합항법 위치 정밀도 1.2% 이동거리 1.15% 이동거리 만족

• 부두 현장실험을 통한 성능검증

[표 4-25]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정밀 복합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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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결과

- 총 8번의 실험에서 (끝점 오차/이동거리) x 100% 의 평균값=1.156%

- 4차년도 목표치인 1.2% 이내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실험순번 끝점오차 (m) 유영시간 (sec.) 평균속도 (m/s) (끝점 오차/이동거리)x100%

1 0.7238 180 0.397 1.012874335

2 1.0263 190 0.389 1.388580706

3 1.6818 300 0.388 1.444845361

4 1.2741 328 0.398 0.975992769

5 1.2064 296 0.401 1.016377974

6 1.5475 340 0.392 1.161089436

7 0.8745 233 0.394 0.952593625

8 1.3274 246 0.406 1.32904802

평균값 1.207725 264.125 0.395625 1.155779052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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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중 작업 실시간 3D 구현

번호 2핵심-4차년도-➈ 담당 기관 심양자동화연구소/중국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목표값 맵 해상도: 15 x 15 x 15mm 달성값 -

날짜 2017.03.06 장소 심양자동화연구소/중국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URI-T 세트(이미지소나 포함) 검증 대상

운용선박 및 관련 설비 URI-T운용, 전원, 테더케이블 관리

USBL 수중로봇 URI-T 수중 절대위치 파악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15x15x15mm - 미달

• 본 성과목표는 현 단계에서는 검증이 불가능함

• 현 단계에서 개발한 3차원 형상 구현 알고리즘의 오차가 대체적으로 수cm 범위내에 들어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수치화를 하지 못했음

• 맵 해상도 15x15x15mm의 경우 형상 구현 알고리즘의 오차가 1.5cm 이내로 들어와야 함

• 본 연구는 3~4월 경에 기존 알고리즘 오차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메카니즘을 추가하여 공식

화된 오차를 계산하여 가능한 맵 해상도를 제시 시도함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 당초 맵 해상도 10x10x10mm의 목표사양은 DIDSON 소나를 활용했을 경우에 목표사양임. 현재 

DIDSON 소나의 경우 3,000m급이 단종되어서 부득이 resolution이 떨어지는 BlueView 소나로 대

체하였으며 이 경우 소나 특성상 10x10x10mm의 당초 목표사양을 만족하기 불가함

[표 4-26]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ROV 고장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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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ROV 고장검출

번호6 2핵심-4차년도-➉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ROV 고장검출

목표값 검출률: 50% 달성값 검출률: 71.6%

날짜 2017.3.10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실험실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URI-T 세트 검증 대상

PC 및 검증 소프트웨어 검출 알고리즘 검증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검출률 50% 71.6% 만족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표 4-27]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ROV 고장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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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년도 목표 달성도

정량적 성과 목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치(%)

플랫폼 기술

내압용기 제작 및 300bar 
방수테스트

내압용기 제작 및 300bar 
방수테스트

100%

프레임 제작 완료 프레임 제작 완료 100%

부력재 설계 및 주문 발주 부력재 설계 및 주문 발주 100%

수중 유압 기술
225kW/210bar
(1차 시작품)

225kW/210bar
(1차 시작품)

100%

수중 워터젯 기술
800m3/hr@10bar

(제팅암 1차 시작품)
800m3/hr@10bar

(제팅암 1차 시작품)
100%

케이블 그리퍼 12톤(1차시작품 수정보완) 12톤(1차시작품 수정보완) 100%

케이블 커터 400bar(1차시작품) 400bar(1차시작품) 100%

선상 관제체계 기술
1차 시작품 및 
센서 장비 연동

1차 시작품 및 
센서 장비 연동

100%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비전 기반 사용자 
지시 위치 이동

비전 기반 사용자 
지시 위치 이동

100%

수중 정밀 복합 항법 1.5% of range 1.5% of range 100%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프레임웍 구축 프레임웍 구축 100%

ROV 고장검출 모델 및 프레임웍 구축 모델 및 프레임웍 구축 100%

[표 4-28] 3차년도 성과 목표 및 달성치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977

(가) 플랫폼 기술

번호 2핵심-3차년도-➀ 담당 기관 대양전기공업

성과목표 플랫폼 기술 성과지표 플랫폼 기술

목표값
내압용기 제작 및 방수테스트

프레임 제작 완료
부력재 설계 및 주문발주

달성값
내압용기 제작 및 방수테스트

프레임 제작 완료
부력재 설계 및 주문발주

날짜 2015.07.01.-2016.03.31 장소 대앙전기공업/KRISO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가압챔버 내압용기 내압성능 평가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내압용기 제작 및  방수테스트 250bar 250bar 만족

프레임 제작 프레임 제작 완료 프레임제작 완료 만족

부력재 설계 및 주문발주
부력재 설계 및 
주문발주 완료

부력재 설계 및 
주문발주 완료

만족

• 내압용기 설계

[Nav. Can 최적화 설계]

[표 4-29] 3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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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1 Can, Instrument2 Can, Power Can 최적화 설계]

• 내압용기 제작

 [가공 및 검사 후 최종 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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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바 내압성능 KOLAS 시험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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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제작

 [프레임 제작(가공 및 용접 공정)]

[프레임 제작(사상 및 조립 공정)]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981

• 부력재 설계 및 주문발주

[플랫폼 무게 분석]

[부력재 설계 및 안정성 분석]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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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중 유압 기술

번호 2핵심-3차년도-➁ 담당 기관 레베산업

성과목표 수중 유압 기술 성과지표 수중 유압 기술

목표값
225kW/210bar
(1차 시작품)

달성값
225kW/210bar
(1차 시작품)

날짜 2016.02.10 장소 레베산업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수압시험장치 내압시험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1차시작품 225kW/210bar 225kW/210bar 만족

• HPU 특성 시뮬레이션

A15VSO 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A11VLO 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A15VSO 시뮬레이션 결과 A11VLO 시뮬레이션 결과

[표 4-30] 3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유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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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와 제어 매니폴드의 개량

T-800 추진기 유압회로도

            

개량된 추진기 유압회로도

• ROV 유압회로도 설계

전체 시스템 유압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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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V 유압 시스템 효율 향상 연구

펌프 사판각 제어 알고리즘

• 수중 유압공급장치 상세 설계

• 수중 유압공급장치 시작품 부품 개발

• 수중 유압공급장치 1차 시작품 통합 및 성능실험

테스트용 유압공급장치 HPU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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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목표

시험방법 시험규격
3차 4차 5차 6차

1. 소요동력 150kW 175kW 200kW 225kW -최대 압력,유량조건에서 소요동력 측정 메이커 성능데이터

2. 운전압력 210bar 210bar 210bar 210bar
-목표 운전압력 이상에서의 유압공급장치 부품들의

정상 동작상태 확인(온도,압력,유량,소음 등…)
메이커 성능데이터

자
체
시
험

3. 여과도 NAS 8등급 -시험입자 투입에 의한 필터 여과도 시험
NAS 1638

자체시험

4. 내압성 315bar 
-시험압력=운전압력(210bar)의 1.5배

-유압필터, 밸브팩 매니폴드
자체시험

5. 외압성
450bar

4차년도 ->

-목표 3,000m의 1.5배 가압 챔버시험

-필터, 압력보상기, 리저버, 밸브팩
공인시험

6. 누유 누유 없음. -내압 및 가압 작동상태에서의 누유 확인 자체시험

7. 중량 1.2ton -dry 상태 장치 중량 측정 자체시험

8. 내구
반복시험

1,000회
4차년도 ->

-압력보상기 고무 다이아프램 반복 내구성

(유압과 해수환경)

-누유 및 다이아프램 상태 확인

자체시험

수중 유압공급장치 시험항목 및 시험 결과

• 유압필터 내압시험

유압필터 수압시험

• 압력보상기 작동시험

압력보상기 동작시험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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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중워터젯 기술

번호 2핵심-3차년도-➂ 담당 기관 KT서브마린/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수중 워터젯 기술 성과지표 수중 워터젯 기술

목표값
800m3@10bar

(제팅암 1차 시작품)
달성값

800m3@10bar
(제팅암 1차 시작품)

날짜 2016.03.15 장소 KT서브마린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SLED형 실험대차 축소모형 제팅성능 시험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제팅암 1차시작품 제팅암 1차 시작품 설계 제팅암 1차 시작품 설계 만족

구분 매설속도 유량/압력 실험제원

Case-1 5.67cm/s

26m3/8bar

Jet 노즐(18)

수직노즐(3)

Backwash(3)

Case-2 11.34cm/s

Case-3 17.01cm/s

Case-4 22.68cm/s

Case-5 22.68cm/s 26m3/8bar
Jet 노즐(18)

수직노즐(3)

Case-6 22.68cm/s 26m3/8bar
Jet 노즐(18)

Backwash(3)

Case-7 22.68cm/s 26m3/8bar 수직노즐(3)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 시나리오

[표 4-31] 3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워터젯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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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목표치 노즐 배치도

매설심도 50cm

매설속도

시나리오 참조유량

압력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의 목표치수

 
SLED형 실험대차 실험대차 및 Jetting arm

실험 준비 모습

CASE-4 CASE-5 CASE-6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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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설속도 매설심도 실험결과

Case-1 5.67cm/s 65cm 이상

매설심도 달성
Case-2 11.34cm/s 65cm 이상

Case-3 17.01cm/s 65cm 이상

Case-4 22.68cm/s 55cm 이상

Case-5 17.01cm/s 55cm 이상 매설속도 감속 후 심도달성

Case-6 17.01cm/s 55cm 이상 매설속도 감속 후 심도달성

Case-7 17.01cm/s X 감속 후에도 매설 불가능

3차년도 축소모형 실험결과

- 워터 젯팅암 1차 시제품 설계/제작

- 1차 시제품 설계/제작

젯팅암 상세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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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팅암 노즐 상세 제작도

- 성능실험

 1차 시제품 실험기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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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프레임 제작도 테스트 노즐 제작도

부대장비 제작도

- 모션베이스 설계

모션베이스 상세 설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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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품 항목

모션베이스 주요 부품 항목

- 유압실린더 사양

Stow & Deploy 실린더

Narrow & Wide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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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통합

➡

모션베이스와 Jetting arm 결합 펌프의 탑재



워터젯 통합 시스템의 로봇 플랫폼에 탑재 및 통합 순서도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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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케이블 그리퍼

번호 2핵심-3차년도-➃ 담당 기관 한국도키멕

성과목표 수중 작업공구 기술 성과지표 케이블 그리퍼

목표값 12톤(1차 시작품 수정보완) 달성값 14.1톤

날짜 2016.03.10 장소 한국도키멕 대구공장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그리퍼 테스트 장비
(로드셀, 유압동력장치 포함)

그리퍼 파지력(당김력) 측정
한국도키멕(주) 자체제작
(특허등록 제10-1763849)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파지력(당김력) 12톤 14.1톤 만족

케이블 그리퍼 1차 시작품 시험

- 위의 케이블 그리퍼에 Φ40 케이블을 물린 상태이며, 좌측 그림은 시험장비에 장착된 유압 실린더

에 95bar의 압력을 인가한 상태이며, 케이블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측정힘=14.1tonf). 우측 그

림은 유압 실린더 인가 압력을 115bar로 하였을 때인데, 케이블이 그리퍼의 조(JAW)에서 움직이기 

전 최대 힘이 17.4tonf을 보이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여기서 (-)는 방향을 의미

한다.케이블 그리퍼 1차 시작품 성능분석 및 보완(→ 2차 시작품 제작)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표 4-32] 3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케이블 그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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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이블커터

번호 2핵심-3차년도-➄ 담당 기관 한국도키멕

성과목표 수중 작업공구 기술 성과지표 케이블 커터

목표값 400bar(1차 시작품) 달성값 400bar(1차 시작품)

날짜 2016.03.11 장소 한국도키멕 대구공장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압력센서, 유압동력장치(HPU) 최대 절단 압력 측정 한국도키멕(주) 자체제작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최대 컷팅 압력 400bar 400bar 만족

- 케이블 커터 1차 시작품 제작

케이블 커터 1차 시작품

[표 4-33] 3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케이블 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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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커팅 시험 결과

케이블 커팅 시험 결과

항  목 시험 ① 시험 ② 시험 ③

시  료 Φ27 광케이블 Φ40 광케이블 Φ36 스틸와이어

입력/출력(bar) 75/165 125/400 130/395

전단시간(sec) 22 47 컷팅 실패

케이블 커팅 시험결과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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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상 관제체계 시스템 통합

번호 2핵심-3차년도-➅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선상 관제체계 기술 성과지표 선서아 관제체계 기술

목표값
1차 시작품 및 센서장비 

연동
달성값

1차 시작품 및 센서장비 
연동

날짜 2016.03.20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실험실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선상 관제체계 기술 1차 시작품 및 센서장비 연동 1차 시작품 및 센서장비 연동 만족

• 선상관제시스템 설계/제작

 - 블록다이어 그램

선상 제어시스템 구성도

[표 4-34] 3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선상 관제 체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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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콘솔 설계

선상제어 콘솔 구성도

- (주)케이티서브마린 ROV 파일럿 의견 반영

업체 의견 반영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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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선상시스템 장비 연결도

선상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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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시스템 연동 실험

• 선상관제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분석 및 정의

항목 구분자

로그인 로그인

메인 GUI 메인 GUI

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

로그 관리 로그 관리

화면 레이아웃 관리 화면 레이아웃 관리

장비 연동 화면 CableCutter, Light, TSS, Camera, PanTilt, Thr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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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화면

 메인 화면

사용자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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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관제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개발

 Framework 구조도

Framework 소프트웨어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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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구축

DB 구축 시스템 구조도

DB 테이블 관계도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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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번호 2핵심-3차년도-➆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목표값
비전 기반 사용자 지시 

위치 이동
달성값

비전 기반 사용자 지시 
위치 이동

날짜 2016.03.10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실험실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모사 유압매니퓰레이터 매니퓰레이터 동작 모사

카메라(2EA) 유압매니퓰레이터 자세 샘플 사진 획득

컴퓨터 영상 이미지 매칭 알고리즘 구동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기술
비전 기반 사용자 
지시 위치 이동

비전 기반 사용자 
지시 위치 이동

만족

- 비쥬얼 서보잉 기술 개발

간이 실험환경 구축

[표 4-35] 3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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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한 거리 추정기법

- 2차원 카메라 영상기반 3차원 좌표입력

2차원 카메라 영상기반 3차원 좌표 입력

- 매니퓰레이터 인식 알고리즘 구현

Edge Line과 매니퓰레이터 템플릿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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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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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중 정밀 복합 항법

번호 2핵심-3차년도-➇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수중 정밀 복합 항법

목표값 1.5% of traveled distance 달성값 1.3% of traveled distance

날짜 2016.02.13.-14. 장소 부산 해양로봇센터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P-SURO II KIRO 보유 수중로봇 플랫폼

선상원격제어시스템 P-SURO II 선상시스템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 복합항법 위치 정밀도 1.5% 이동거리 1.3 % 이동거리 만족

• Coarse Alignment 기반의 초기정렬 알고리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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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3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정밀 복합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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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결과, Fast aided alignment 결과

Fast aided alignmen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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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결과, Coarse alignment와 Fast aided alignment 결과 비교

Coarse alignment와 fast aided alignment 결과 비교

• 현장 실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로봇센터 수조환경에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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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정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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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정밀 관성항법 실험결과

: 오차 1.3% of traveled distance(90m 이동시 1.2m 오차 발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로봇센터 조파수조

복합 관성항법 수조실험 결과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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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중 작업 실시간 3D 구현

번호 2핵심-3차년도-➈ 담당 기관 심양자동화연구소/중국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목표값 프레임웍 구축 달성값 프레임웍 구축

날짜 2016.0.1.31 장소 심양자동화연구소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프레임웍 구축 프레임웍 구축

- Prior parameter estimation by LAE(Local AutoEncoding)

[표 4-37] 3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작업 실시간 3D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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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field initialization by SAE

- Graded-MRF for Forward-sonar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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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ROV 고장검출

번호 2핵심-3차년도-➉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ROV 고장검출

목표값 모델 프레임웍 구축 달성값 모델 프레임웍 구축

날짜 2015.11.22.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편로드유압실린더 모델링 대상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비고

편로드유압실린더 모델링 대상 모델 프레임웍 구축 만족

- 양로드 유압실린더 모델링

양로드 유압실린더

- 누유검출 관측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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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3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ROV 고장 검출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1014

- 모의실험

여분 평가(실선: r , 괘선: th)

- 편로드 유압실린더 모델링

편로드 실린더

- 데이터 통계 기반 고장 검출

편로드 유압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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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로드 유압실린더

반복 실험 데이터 획득

주성분 분석 기반 고장검출 프레임웍 설계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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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년도 목표 달성도

정량적 성과 목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치(%)

플랫폼 기술

심도 2,500m급 프레임 

최종 설계 

부력재 재질 및 외형 설계

심도 2,500m급 프레임 

최종 설계 

부력재 재질 및 외형 설계

100%

수중 유압 기술

225kW 유압회로 및 부품 

최종 설계, 부품별 1차 

시작품 제작

225kW 유압회로 및 부품 

최종 설계, 부품별 1차 

시작품 제작

100%

수중 워터젯 기술 1차 시작품 (12m3/hr@5bar) 1차 시작품 (12m3/hr@5bar) 100%

케이블 그리퍼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100%

케이블 커터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100%

선상 관제체계 기술 S/W 엔진 1차 시안 구축 S/W 엔진 1차 시안 구축 100%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시뮬레이션 기반 7자유도 

서보잉 제어 구현

시뮬레이션 기반 7자유도 

서보잉 제어 구현
100%

수중 정밀 복합 항법 2% of range(SW보정) 1.8% of range(SW보정) 100%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설계 기준 및 최종 

목표사양 도출

설계 기준 및 최종 

목표사양 도출
100%

[표 4-39] 2차년도 성과 목표 및 달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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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랫폼 기술

번호 2핵심-2차년도-➀ 담당 기관 대양전기

성과목표 플랫폼 기술 성과지표 플랫폼 기술

목표값
심도 2500m급 프레임 

최종설계,
부력재 재질 및 외형 설계

달성값
심도 2500m급 프레임 

최종설계,
부력재 재질 및 외형 설계

날짜 15.04.30 장소 대양전기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플랫폼 기술 심도 2,500m급 프레임 최종 설계 심도 2,500m급 프레임 최종 설계 만족

플랫폼 기술 부력재 재질 및 외형 설계 부력재 재질 및 외형 설계 만족

프레임 설계

- 형상안

플랫폼 형상안

[표 4-40]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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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크기 및 중량

플랫폼 크기 및 중량

- 주요장비 배치

주요 장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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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배치 평명도/정면도

- 프레임 및 주요구조물 설계

프레임 주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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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구조해석 및 결과

 진수/인양시

   작업시    

기울어짐

해석결과

- 진수/인양시 해석결과, 그림 11에 보는 바와 같이 인양 고리에 응력이 집중되며 스텐인리스스틸

(STS 304) 항복강도 기준 안전율 1.24의 결과가 나오며 그 외 인양 고리와 연결되는 프레임은 안전

율 4이상 나온다. 따라서 인양 고리 설계시 3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한 인양 고리 최적설계 

과정 수행필요.

- 보관시 해석결과, 그림 12에 보는 바와 같이 스키드와 프레임의 고정 부근에서 응력이 집중되며 알

루미늄합금(6061-T6) 항복강도 기준 안전율 2.6의 해석 결괏값이 나온다. 이는 정적하중의 2배 이

상의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 진수/인양시 외부 기울어짐에 대한 해석결과, 그림 13, 그림 14에 보는 바와 같이 인양고리에서 응

력이 집중되며 스텐인리스 스틸(STS 304) 항복강도 기준 안전율 0.28, 0.17 나온다. 인양 고리와 연

결된 프레임은 안전율 4이상이 나온다. 따라서 인양 고리 설계시 기울어짐에 대한 안전율을 확보

하기 위한 최적설계 과정 수행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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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

응력 : 93Mpa, 변위 : 2.5mm

 
진수/인양시

응력 : 165.4Mpa, 변위 : 4.4mm

기울어짐(길이 방향회전)

응력 : 711Mpa, 변위 : 55mm

 
기울어짐(폭 방향회전)

응력 : 1155Mpa, 변위 : 67mm

부력재 설계

- 부력재 제작업체 비교

부력재 제작업체 비교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1022

- TG-3000은 가장 비중이 작은 것으로 중량배치 측면에서 유리함 

- TG-3000은 부력재의 접합 및 가공, 기술지원등 여러 부분에서 우수함

- 부력재 구조 및 형상

부력재 구조 및 형상

- 부력재 필요수량 산출

부력재 필요수량 산출

- 소재 기본검증시험

부력재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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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재 검증시험 결과

- 유체역학적 고려

정적안정성 설계

추진기배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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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조립 도면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1025

- 프레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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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력재 도면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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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중 유압 기술

번호 2핵심-2차년도-➁ 담당 기관 레베산업

성과목표 수중 유압 기술 성과지표 유압회로

목표값
225kW 유압 회로 및 부품 

최종 설계, 부품별 1차 
시작품 제작

달성값
225kW 유압 회로 및 부품 

최종 설계, 부품별 1차 
시작품 제작

날짜 2015.04.30. 장소 레베산업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유압회로
225kW 유압 회로 및 부품 

최종 설계
225kW 유압 회로 및 부품 

최종 설계
만족

유압회로 부품별 1차 시작품 제작 부품별 1차 시작품 제작

• 수중 유압공급장치 P&ID 및 BOM 도출

M

40A(1 12")

15A(12")

12 6

9

11
13

14

15

[표 4-41]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유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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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t Name

1

2

3

4

5

6

7

8

9

11

12

Main pump

Electric motor

Reservoir

Compensator 1

Suction strainer

Filter 1

Filter 2

Distributor 1

Valve pack

Filter 3

Circulation pump

Material

-

STS316(housing)

AL6061-T6

PP+AL6061-T6

STS316L

AL6061-T6

STS316L

-

variab

K3VG2

260kW

120Lit

6Liter*

AL6061-T6

AL6061-T6

AL6061-T6

100mi

10mic
eleme

40A-2

10 Distributor 2 AL6061-T6 20A-5

10stat

20mic

Q'ty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4ea

1ea

1ea

1ea

5micro
eleme

23LPM

수중 유압공급장치 P&ID와 BOM

• 유압 파워팩 펌프 선정

유압펌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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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 파워팩용 모터 선정

항목 사양

Volts  4,160Vac / 60hz / Three Phase / 4pole.

Speed  1,800RPM @ 60 Hz

Depth Rating 3,000m nominal

Housing 316 SS

Mounting Horizontal

Power 260kw

Insulation Rating >16kv @ 140 deg C

Shaft Seals Bergman mechanical seals.

Instrumentation RTD water detector temperature probe.

Weight about 565kg

목표사양의 SME사 모터 도면과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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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형 유압 파워팩 구조설계

 일체형 유압 파워팩 구조설계

• 유압 파워팩 모터 절연유 방열기 설계

방열기 계산 결과(H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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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보상기 설계

압력보상기 구조 설계(3Liter, 6Liter)

종류 보상기1 보상기2

용량 3Liter 6Liter

스프링 스프링1 스프링2 스프링1 스프링2

선경 10mm 6mm 20mm 11mm

유효직경 126mm 106mm 178mm 140mm

권선수(Na) 10 13 12 13

자유단 420mm 420mm 480mm 480mm

예압(empty)
0.2bar 0.04bar 0.2bar 0.07bar

0.24bar 0.27bar

예압(Oil)
0.51bar 0.11bar 1.03bar 0.17bar

0.62bar 1.2bar

압력보상기 스프링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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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필터 설계

   

압력라인 -> WPF4 - 10QE, 05QE

   

리턴라인 -> 80CN - 10QE

  

절삭유 순환라인 -> 15CN – 05QE

필터 엘리먼트 유량대비 차압과 효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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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C5.0

M68, P1.5

M68, P1.5

2-PF 1
2"

PF 1
4"

C0.5

C1.0

헤드 1
-재질: AL6061-T6
-흑색 아노다이징

바울 1
-재질: AL6061-T6
-흑색 아노다이징

*지시없는 C/R 0.5이하

C1.0

하부 스토퍼 1
-재질: AL6061-T6
-흑색 아노다이징

4-M6, DP20

4-M6, DP20

C1.0

오링: G60

오링: G70

유압필터 구조 및 15A(1/2") 사이즈 기준 상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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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팩 설계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아크릴(16t)

와셔 플레이트

밸브 매니폴드

A, B

P, T

(a) 밸브팩 형상

T

A

B

P

B

A

P

T

P

T

A-B section P-T section Right View

밸브팩 형상과 매니폴드 단면구조 설계

   (b) 매니폴드 단면

• 수중 유압공급장치 조립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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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유압공급장치 조립도

수중 유압공급장치 기본설계 조립구조와 3D 모델링

 (a) 3D 모델링

No. Part Name Material Q'ty Weight(Kg)
1 Main pump - 1ea 160
2 Electric motor - 1ea 565
3 Reservoir AL6061-T6 1ea 40
4 Compensator 1 AL6061-T6 2ea 40
5 Filter 1(1-1/4") AL6061-T6 1ea 8
6 Filter 2(1-1/4") AL6061-T6 1ea 8
7 Distributor 1 STS316 1ea 8
8 Valve pack(8 stations) AL6061-T6 3ea 84
9 Valve pack(6 stations) AL6061-T6 3ea 69
10 Distributor 2 STS316 1ea 8
11 Filter 3(2") AL6061-T6 1ea 19
12 Circulation pump - 1ea 6
13 Radiator STS316 1ea 63
14 Filter 3(1/2") AL6061-T6 1ea 5
15 Compensator 1 AL6061-T6 1ea 12
16 Control Valves - 1set 100
17 SKID+FRAME AL6061-T6 1set 40
　 　 APP.(dry) 1,235

압력보상기 스프링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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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량 시험품 설계 및 제작

시험용 유압 파워팩

• 압력 보상기

시험용 압력보상기와 다이아프램 개발

• 유압 필터

시험용 유압필터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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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기

시험용 shell & tube 방식 방열기

• 밸브팩

시험용 밸브팩

•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M

P

T 유압모터

유압실린더

PT

PG

12 3 44 5

6

Valve Pack

Power Pack

7 89 12

13

10

SV1SV2

PT TS

PG TC

11

manifold
block

PT

socket

block(PF 1
4")

V2 V1

SV3
SV2

SV1

SV3

V1V2

TZN4W-12C

TZN4W-12C

M5W-DA6

M5W-DA6

M5W-DA6

정지

역회전
속도조절

정회전
속도조절

유압모터

정지

유압실린더

파워팩 펌프

기동 정지

전원 비상정지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온도(작동유)

온도(모터절연유)

압력(리저버)

압력(토출)

예비

수중유압 컨트롤 시험장치 3PH 380V

3PH 380V(motor)

온도, 압력

Sol. v/v 제어신호

valve asse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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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t Name

1

2

3

4

6

9

11

12

Main pump

Electric motor

Reservoir

Compensator

Filter 1

fixed 

0.5L

10m

Q'ty

1ea

1ea

1ea

2ea

1ea

1ea

5

8

10

7

Filter 2 5mic1ea

11kW

13Lit

SV1 Proportional Valve 1ea 비례제

SV2 Directional control valve 1ea 양방향

SV3 Unloading valve 1ea 단방향

Circulation pump 1ea gear

13

Hydraulic motor max. 1ea

Hydraulic cylinder 1ea

Valve pack 5-st1ea

Return filter 10m1ea

Insulating oil filter 10m1ea

PG Pressure gauge 2ea 0 ~ 

시험

Radiator ?60*

V1

V2

Reducing valve max. 31ea

1eaRelief valve max. 3

시험장치 P&ID와 부품 사양

 수중 유압공급장치 소용량 시험장치

     

  (a) 밸브팩 내부                     (b) 유압 퀵커플러 연결

시험장치 주요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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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계 및 최종 BOM 도출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T

A

B

P

*매니폴드 밸브팩

 조립형상(측면도)
매니폴드

오링 홈

PT 38"

매니폴드 상세설계

공
기
빼
기

P
T
 1 2
"

-
매
니
폴
드
와
 다
이
아
프
램
 조
립
부
, 
덮
개
 피
치
간
격
'을
 제
외
한
 나
머
지
 치
수
들
은
 +
-
2
.0
 공
차

(용
접
후
 박
스
 상
/하
부
 면
가
공
에
 따
라
 치
수
 변
화
가
능
)

-
재
질
: 
A
L
6
0
6
1
-
T
6

-
A
L
판
 용
접
 제
작

-
흑
색
 아
노
다
이
징

밸브팩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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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부품 BOM

순번 품명 재질 사양 수량 비고

1 Main pump Cast steel
255kW, max. 350bar, 390LPM

K3VG280 [Kawasaki]
1set 구매

2 Electric motor SUS316
260kW, 1,800rpm 
ROV18-4 [SME]

1set 구매

3 Reservoir SUS316 120Liter 1ea 제작

4 Compensator 1 AL6061-T6 3Liter, 0.62bar, diaphragm 1ea 제작

5 Compensator 2 AL6061-T6 6Liter, 1.2bar, diaphragm 2ea 제작

6 Filter 1 AL6061-T6
1 1/4", 10micron(WPF4-10QE)

pressure line 1st
1ea 제작

7 Filter 2 AL6061-T6
1 1/4", 5micron(WPF4-05QE)

pressure line 2nd
1ea 제작

8 Filter 3 AL6061-T6
1 1/4", 5micron(80CN-05QE)

return line, bypass
1ea 제작

9 Filter 4 AL6061-T6
1/2", 5micron(WPF4-10QE)

insulating oi line
1ea 제작

10 Valve Pack 1 AL6061-T6 8-stations 3ea 제작

11 Valve Pack 2 AL6061-T6 6-stations 3ea 제작

12 Radiator STS316 shell & tube type 1set 제작

13 Circulation pump Cast AL 60LPM, 210bar, AZPFF [Bosch] 1ea 구매

프로토타입용 최종 부품 BOM

• 유압공급장치 분석 

ROV의 유압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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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U의 유압 펌프의 메이커별 사양 도출

   

• 추진기에 대한 용량 산정 및 상세 사양 도출

• 수중 유압시스템 1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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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의 1차 전체 유압 회로도

ROV의 1차 기능별 유압 회로도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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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중워터젯 기술

번호 2핵심-2차년도-➂ 담당 기관 KT서브마린

성과목표 수중 워터젯 기술 성과지표 수중 워터젯 기술

목표값
1차 시작품

(12m3/hr@5bar)
달성값

1차 시작품
(12m3/hr@5bar)

날짜 2015.04.30. 장소 KT서브마린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 워터젯 기술 1차 시작품 2차 시작품 만족

• 젯팅파워와 매설성능 사이 관계

RPM
(r/min) 200 350 500 700 1,050 1,400 1,760

Flow rate
(m3/h) 0.0097 0.0115 0.014 0.018 0.0252 0.0324 0.0396

Pressure
(bar) 0.01 0.02 0.18 0.2 0.5 0.8 1.15

Jetting power
(W) 0.0008 0.0018 0.0195 0.0278 0.0972 0.2 0.3514

펌프모터 RPM과 유량 및 압력 사이 관계

• 노즐의 이동속도를         로 변경하면서 매번 RPM을 변경하면

서 trenching 심도를 고찰하였음. 이 실험에서는 노즐의 젯팅각도를 60도와 75도 두 가지로 수행

하였음

[표 4-42]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워터젯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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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Trenching depth (cm)

RPM=
1760 1400 1050 700 500 350 200

0.5 7 5.6 5 3.4 3 2 1.8

1.0 6.8 5.6 4.8 3.4 3 1.8 1.6

1.5 6.6 5.4 4.6 3.2 2.6 1.7 1.4

2.5 6.4 5.4 4.2 2.8 1.6 1.2 0.8

4.0 5.6 4.6 3.4 2 1.2 1 0.8

6.0 4.8 3.6 2.6 1.6 1.2 0.8 0.6

8.0 4 3.4 2.2 1 0.8 0.6 0.4

노즐 이동속도와 젯팅파워에 따른 매설심도 사이 관계

• 실험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의 노즐 내경이 18mm로 가정했을 때 매설심도와 매설속도, 그

리고 젯팅파워 사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유출할 수 있었음

매설속도, 젯팅파워, 및 최대 매설심도 사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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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노즐에 할당된 젯팅파워가 7.2kW일 경우, 2km/hr의 매설속도에서 하나의 

노즐에 상응한 매설심도는 약 0.3m가 됨을 추측할 수 있음

• 워터젯 2차 시작품(1:6 축소모델) 설계/제작

  - 3D 형상 설계

워터젯 젯팅암 축소모델 설계안

  - 축소모델 제작

축소모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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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수조 제작

2(L)x1(D)x0.6(W) 수조 제작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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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케이블 그리퍼

번호 2핵심-2차년도-➃ 담당 기관 한국도키멕

성과목표 수중 작업공구 기술 성과지표 케이블 그리퍼

목표값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달성값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날짜 2015.04.10 장소 한국도키멕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케이블 그리퍼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만족

• 케이블 그리퍼 제작 도면

케이블 그리퍼 조립도 및 부품표

[표 4-43]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케이블 그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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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프 실린더

메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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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및 볼트류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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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이블커터

번호 2핵심-2차년도-➄ 담당 기관 한국도키멕

성과목표 수중 작업공구 기술 성과지표 케이블 커터

목표값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달성값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날짜 2015.04.10. 장소 한국도키멕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케이블 커터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1차 시작품 최종 설계 만족

• 케이블 커터 제작 도면

케이블 커터 조립도 및 부품표

[표 4-44]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케이블 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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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커터 메인 프레임

커터용 램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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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드 조작용 앤빌 실린더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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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상 관제체계 기술

번호 2핵심-2차년도-➅ 담당 기관 솔탑/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선상 관제체계 기술 성과지표 선상 관제체계 기술

목표값 S/W 엔진 1차 시안 구축 달성값 1차 시작품 및 센서장비 연동

날짜 2015.03.20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실험실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선상 관제체계 기술 S/W 엔진 1차 시안 구축 S/W엔진 1차 시안 구축 만족

• 선상관제 SW 요구사양서 작성

선상관제소프트웨어 요구사항서 

[표 4-45]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선상 관제체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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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선상관제소프트웨어 GUI 지침서

• 화면 구성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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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화면 구성의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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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번호 2핵심-2차년도-➆ 담당 기관 포스텍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목표값
시뮬레이션 기반 7자유도 

서보잉 제어 구현
달성값

시뮬레이션 기반 7자유도 
서보잉 제어 구현

날짜 장소 포스텍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유압매니퓰레이터 검증 대상

카메라(2EA) 유압매니퓰레이터 자세 샘플 사진 획득

컴퓨터 영상 이미지 매칭 알고리즘 구동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영상 이미지 매칭률 80% 80.2% 만족

• 모델추종 강인 제어기 설계

- 모델 추종 강인 제어기는 동역학 모델과 실제 시스템 모델간의 오차 동역학을 기반으로 설계

모델 오차 동역학 계산

[표 4-46]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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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유도 및 다자유도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한 실험 검증

- PID 제어기와 추종오차 및 bandwidth 등의 성능비교결과, 개발된 강인 제어기의 성능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남

PID 제어기의 위치추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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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축 매니퓰레이터 작업수행 실험

- end-effector로 가상의 평면상에 사각형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 

end-effector의 경로추종 및 각 관절별 경로추종 성능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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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중 정밀 복합 항법

번호 2핵심-2차년도-➇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수중 정밀 복합 항법

목표값 2% of range (S/W 보정) 달성값 1.8% (S/W 보정)

날짜 2015.4.20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 복합항법 위치 정밀도 2% of range 1.8% of range 만족

■ 시뮬레이션 검증

•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Honeywell사의 IMU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HG1700AG37 모델의 생성 데이

터를 활용하였다. 이 모델의 오차특성은 다음과 같다.

Items Specifications (1)

Gyro bias 1⁰/hr

Gyro output noise 80g

Gyro random walk 0.125⁰/
Accelerometer bias 1mg

Accelerometer output noise 0.008ft/sec

Accelerometer random walk 0.065fps/

HG1700AG37 IMU의 오차특성

•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롤, 피치, 방위각이 모두 0⁰인 조건하에서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얻었으며, 자

세 계산은 IMU 샘플링 주기에 맞춰 10ms 마다 수행하고 칼만필터는 1Hz의 샘플링 주기를 갖는다. 

또한 초기오차는 롤, 피치가 각각 1⁰, 그리고 방위각 오차를 10⁰로 하였다.

[표 4-47]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작업 실시간 3D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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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은 칼만필터의 자세오차 추정특성을 보여주며, 그림 2

는 이에 따른 자세각 추정을 보여준다. 

자세각 오차 추정

 헤딩값 오차 추정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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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중 작업 실시간 3D 구현

번호 2핵심-2차년도-➈ 담당 기관 KAIST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목표값 설계기준 및 최종 목표사양 도출 달성값 설계기준 및 최종 목표사양 도출

날짜 2015.3.16 장소 KAIST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설계기준 및 최종 

목표사양 도출

설계기준 및 최종 

목표사양 도출

- 플랫폼 형상과 크기를 고려한 센서 취부 위치에 따른 매핑 영역 파악

[표 4-48]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작업 실시간 3D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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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센서의 계측 특성

 

비교항목 센서 계측 특성

노이즈 매질(물)의 움직임, 바닥, 수면 등의 영향에 따른 노이즈 존재

입사각에 따른 

반사파의 유무
물체의 재질에 따라 최대 입사각이 변화

센서로부터 물체 

표면까지의 거리

센서 계측 특성에 의해 물체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존재

데이터의 불확실성

초음파 센서의 특성상 수평, 수직 빔폭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스캐닝 시 bin의 최대 개수에 따른 데이터의 해상도 저하 현상 발생

물체의 모서리 부분의 정확한 인식의 어려움 발생

- 계측 수학 모델

시뮬레이터의 pseudo code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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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차년도 목표 달성도

정량적 성과 목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치(%)

플랫폼 기술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100%

수중 유압 기술

(유압회로)

설계 기준 도출 

부품별 사양 선정

설계 기준 도출 

부품별 사양 선정
100%

수중 유압 기술

(HPU)
사양 및 설계 기준 도출 사양 및 설계 기준 도출 100%

수중 워터젯 기술
설계 기준 도출 

실물대비 1:5 시작품 제작

설계 기준 도출 

실물대비 1:5 시작품 제작
100%

케이블 그리퍼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100%

케이블 커터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100%

선상 관제체계 기술
설계 기준 도출

1차 S/W 프레임웍

설계 기준 도출

1차 S/W 프레임웍
100%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기구학 분석

제어시뮬레이션 구축

기구학 분석

제어시뮬레이션 구축
100%

수중 정밀 복합 항법
S/W 프레임웍

항법센서 사양선정

S/W 프레임웍

항법센서 사양선정
100%

[표 4-49] 1차년도 성과 목표 및 달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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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랫폼 기술

번호 2핵심-1차년도-➀ 담당 기관 대양전기

성과목표 플랫폼 기술 성과지표 플랫폼 기술

목표값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달성값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날짜 2014.6.15 장소 대양전기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플랫폼 기술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만족

• 프레임 설계 기준

- 재질 : 중량/가격 대비 강도 및 내부식성이 뛰어난 AL 6061-T6 선정

- 구조 : 모듈별 제작, 용접 또는 볼팅 방식으로 접합

프레임 구성(안)

[표 4-50]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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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내압 성능

- 300 bar 내압 성능 (최대 작업수심 2,500m)

- 내압용기 재질은 AL6061-T6로 선정, 몸체는 방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금 구조로 설계

내압용기 구조해석 - 몸체 응력 변화

• 부력재 요구사양

- 부력재 재질 : Trelleborg사의 TG-3000 (밀도 420kg/m3)

부력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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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공급 수요

- 필요 전력 : 1,300kW

- 상세 전원공급 수요 분석

전 력 전압 및 용량

계측 장비 구동 4,000 VAC, 1-Phase 5.5 KVA

HPU 모터 구동 4,000 VAC, 3-Phase 490 KVA

워터 펌프(STBD) 4,000 VAC, 3-Phase 400 KVA

워터 펌프(PORT) 4,000 VAC, 3-Phase 400 KVA

합계
4000 VAC, 1-Phase 1EA,

4000 VAC, 3-Phase 3EA,
1,295.5 KVA

플랫폼 시스템 별 상세 필요 전력

• Umbilical 케이블 사양 분석

- 3상 전원 : 3,800~4,400VAC, 60Hz

- Earth fault protection core : 케이블 손상 감지용 접지 이상 감지선 2가닥 배치

- 광통신 : 2채널 (spare 1채널)  

Power conductor, 13.3mm2, 4.5kV     18 off

Power conductor, 1.5mm2, 3.3kV       4 off

Fiber optic element, 6SM              2 off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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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중 유압 기술(유압회로)

번호 2핵심-1차년도-➁ 담당 기관 레베산업

성과목표 수중 유압 기술 성과지표 유압회로

목표값
설계기준 도출 

부품별 사양 선정
달성값

설계기준 도출 
부품별 사양 선정

날짜 2014.06.20 장소 레베산업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유압회로
설계기준 도출 

부품별 사양 선정
설계기준 도출 

부품별 사양 선정
만족

- 유압 파워팩 사양 선정

선정 유압펌프와 사양

  

[표 4-51]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유압 기술(유압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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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압력대비 유량성능 효율 곡선도

펌프-모터 일체형 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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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모터-리저버 일체형 유압팩 구조 개념도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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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중 유압 기술(HPU)

번호 2핵심-1차년도-➂ 담당 기관 레베산업

성과목표 수중 유압 기술 성과지표 HPU

목표값 사양 및 설계기준 도출 달성값 사양 및 설계기준 도출

날짜 2014.6.20 장소 레베산업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HPU 사양 및 설계기준 도출 사양 및 설계기준 도출 만족

• 유압공급장치(펌프) 최종 출력 사양 :  ≥225kW@180bar

- 폐회로 유압회로 개념정립

수중 유압공급장치 전체 구성과 흐름도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표 4-52]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유압 기술(H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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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중워터젯 기술

번호 2핵심-1차년도-➃ 담당 기관 KT서브마린

성과목표 수중 워터젯 기술 성과지표 수중 워터젯 기술

목표값
설계기준 도출

실물대비 1:5 시작품 제작
달성값

설계기준 도출
실물대비 1:5 시작품 

날짜 2014.06.15 장소 KT서브마린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 워터젯 기술 설계기준 도출 설계기준 도출 만족

수중 워터젯 기술 실물대비 1:5 시작품 제작 실물대비 1:5 시작품 제작 만족

• 워터젯 목표 사양

매설지반 허용응력 100kPa

매설속도
300m/h

0.084m/s

매설속도에 따른 
노즐분사거리

0.15m@100kPa

S.F(안전율) 2

노즐분사거리 0.3m@100kPa

Jetting 능력의 목표사양

• 워터펌프 목표 사양

구분 출력 유량 압력

Low pressure
water pump

250HP
840m3/h

(최대 930m3/h)
7Bar

(최대 8Bar)

워터펌프 목표사양

[표 4-53]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워터젯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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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대비 1:5 시작품 제작

유동스트림(유속표시) 노즐외부압력

Jetting arm CFD해석결과

구분 Jetting 노즐
Backwash 노즐

No.1 No.2 No.3

유속(m/s) 48.6 29.5 29.5 36.2

압력(kPa)
1,257 

(약 13Bar)

560.0

 (약 5.6Bar)

560.0 

(약 5.6Bar)

900.0 

(약 9.0Bar)

유량(m3/h) 35.0 40.9 41.0 338.0

비고
- Jetting 노즐은 직경이 동일하므로 해석결과의 평균값을 표시

- 노즐외부 압력의 전달거리는 약 0.05m

해석결과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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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이블 그리퍼

번호 2핵심-1차년도-➄ 담당 기관 한국도키멕

성과목표 수중 작업공구 기술 성과지표 케이블 그리퍼

목표값
설계 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달성값
설계 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날짜 2014.6.20 장소 한국도키멕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케이블 그리퍼 설계 기준 도출 설계 기준 도출 만족

케이블 그리퍼 1차 설계 시안 1차 설계 시안

• 설계기준

항목 사양 비고

당김력 23톤(최대)
라인부하(안전작동부하 아님)

SWL:Safe working load

케이블 형식 피복 혹은 경량

케이블 지름 17-100mm

작동유 광유계 오일

중량(대기/수중) 35kg/25kg

외형크기 360*394*632 가로*세로*높이

케이블 그리퍼 설계 사양

[표 4-54]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케이블 그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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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설계 시안

케이블 그리퍼 시안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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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케이블커터

번호 2핵심-1차년도-➅ 담당 기관 한국도키멕

성과목표 수중 작업공구 기술 성과지표 케이블 커터

목표값
설계기준 도출
1차 설계 시안

달성값 400bar(1차 시작품)

날짜 2014.6.20 장소 한국도키멕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케이블 커터 설계기준 도출 설계기준 도출 만족

케이블 커터 1차 설계 시안 1차 설계 시안

• 설계기준 

항목 사양 비고

케이블 지름 100mm (최대)

케이블 형식 피복 혹은 경량

최대 압력 640bar(주 절단 압력) 요구 최대 압력

작동유 광유계 오일

중량(대기/수중) 30kg/23kg

외형크기 249*190*620 가로*세로*높이

케이블 커터 설계 사양(FORUM社 TA19에 준함)

[표 4-55]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케이블 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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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설계 시안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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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상 관제체계 기술

번호 2핵심-1차년도-➆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선상 관제체계 기술 성과지표 선상 관제체계 기술

목표값
설계기준 도출

1차 S/W 프레임웍
달성값

설계기준 도출
1차 S/W 프레임웍

날짜 2014.06.15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실험실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선상 관제체계 기술 설계 기준 도출 설계 기준 도출 만족

선상 관제체계 기술 1차 S/W 프레임웍 1차 S/W 프레임웍 만족

• 설계 기준

ROV 선상관제 운용개념

[표 4-56]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선상 관제체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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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용도 인터페이스 Command Telemetry

ADCP/
DVL

유속 프로파일 측정 
장치로 해류의 
속도를 측정

Ethernet
RS-485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

1. NMEA data 
format

2. Binary data
3. NMEA DVL data 

format

AHRS
ROV 자세 및 이동 

방향 감지
RS-232
USB

Hex command
첫 1 Byte로 구분함

1. Binary data

Altimeter
해수면으로부터 
ROV 까지의 
거리 측정

RS-485
RS-232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1. ASCII
2. NMEA
3. DBT

Camera

카메라 제어
RS-485
RS-232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ASCII

가시영상, 적외영상 
촬영

Component-Analog
HD-SDI Digital

-
Digital video 
stream

Depth 
Sensor

해저면까지 거리 
측정

RS-485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

ASCII

Light 수중작업 광원 RS-485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

ASCII

Pan &Tilt
카메라, 라이트와 

같은 센스를 
장치하고 조향

RS-485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ASCII

Imaging 
Sonar

주변 물체 및 
해저면 지형 스캔

Ethernet(80m 이상)
VSDL(1000m 이상)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ASCII

Scanning 
Sonar

주변 물체 및 
해저면 지형 스캔

RS-232/485
Ethernet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ASCII

Thruster

자세제어 분사기로 
ROV의 자세 또는 

이동을 위한 
추진력을 발생시킴

RS-485
Analog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ASCII

USBL ROV 위치
Ethernet
RS-232

ASCII 명령
 종료문자 : <CR><LF>

1. CSV
2. NMEA
3. AHRS

관제 장비 인터페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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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S/W 프레임웍

Monitoring & Control 소프트웨어 구조

 ROV 선상관제 Framework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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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설명

Interface
센서장비와의 통신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모듈로 각 장비 별 1개의 객체가 

생성되어 동작하게 된다.

Parser/Composer

장비로부터 전송된 상태 및 센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장비 제어 명령을 

만들어 내는 모듈로 Telecommand&Teloemetry DB를 활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Model

장비로부터 전달된 상태 및 센서 정보를 사용자 화면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낸다. 실시간으로 전달된 데이터가 변경되면 화면으로 트리

거를 보내고 화면이 갱신되게 된다. 모델은 크게 3가지 형태를 가지게 된다. 

- Device Model : 장비 정보를 변환 및 단순 알고리즘을 통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모델.

- Combine Model : 2개 이상의 장비 정보를 조합하여 화면에 표시될 자

료를 산출하는 모델.

- Analysis Model : 저장되어 있는 과거 자료를 분석하여 Trend나, 특정 

패턴을 찾아내어 챠트나 통계 형태의 데이터를 산출하는 모델로 사용자 

정의 알고리즘이 있을 경우 이 모델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View

사용자 화면으로 Model로부터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달 받아 그래픽으로 

표출하고, 사용자가 키나 마우스로 입력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의 모델에 여러개의 View를 연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Telecommand & 

Telemetry DB

명령어 및 상태정보/장비정보 구성 데이터베이스로 명령어 세트나 장비로

부터 전송된 정보의 구성 형태를 분석/전의하여 DB화하고 Parser 및 

Composer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비의 명령어의 형태가 바뀔 경

우 모듈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DB만 변경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

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ROV 선상관제 모듈 구성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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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번호 2핵심-1차년도-➇ 담당 기관 포스텍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목표값
기구학 분석

제어시물레이션 구축
달성값

기구학 분석
제어시물레이션 구축

날짜 2014..06.15 장소 포스텍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기구학 분석 기구학 분석 만족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제어시뮬레이션 구축 제어시뮬레이션 구축 만족

• 기구학 분석

Schilling robotics社-Orion 7p의 도면

[표 4-57]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유압매니퓰레이터 정밀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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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illing robotics社-Orion 7p-3D modeling

• 제어시뮬레이션 구축

Robotics Lab.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환경

Robotics Lab.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제어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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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중 정밀 복합 항법

번호 2핵심-1차년도-➈ 담당 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성과목표 핵심기술 성과지표 수중 정밀 복합 항법

목표값
S/W 프레임웍

항법센서 사양선정
달성값

S/W 프레임웍
항법센서 사양선정

날짜 2014.6.20 장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평가방법 실측 검증 여부 자체평가

결과

■ 활용 장비

시험 장비 목적 비고

N/A

■ 실험 결과

시험항목 평가기준 시험결과 평가결과

수중 정밀 복합 항법 S/W프레임웍 S/W프레임웍 만족

수중 정밀 복합 항법 항법센서 사양 선정 항법센서 사양 선정 만족

• S/W프레임웍

수중 복합 항법시스템 구성

[표 4-58]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표 : 수중 정밀 복합 항법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1084

 진북(true north) 획득 알고리즘 구성

• 항법센서 사양 선정

모델명/제작사

성능항목 HG1700AG37/Honeywell 1750 IMU/KVH

비고

Gyro type Ring Laser Gyro Fiber Optic Gyro

  Bias 1o/hr 1σ 1o/hr 1σ

  Angle Random Walk 0.125o/√hr max 0.012o/√hr max

  Operating range ±358 deg/sec ±490 deg/sec

Accelerometer
RBA (resonating beam 

accelerometers)
MEMS accelerometers

  Bias ≤1mg 1σ ≤1mg 1σ

  Velocity Random Walk 0.65fps/√hr max 0.27fps/√hr max

  Operating range ±12g ±10g

Weight 0.9kg <0.7kg

Power consumption <8W <8W

Supply voltages +15V and +5V 9~36VDC

Communication interface RS422 RS422

IMU 센서 사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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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제작사

성능항목
WHN600/Teledyne RDI NavQuest 600/LinkQuest

비고

Velocity accuracy 0.2%±1mm/s 0.2%±1mm/s

Velocity resolution 1mm/s

Velocity range ±10m/s ±10m/s

Ping rate 7Hz max 5Hz max

Altitude 0.7~90m 0.3~140m

Weight 15.8kg TBD

Depth rating 3,000m 3,000m

Supply voltages 20~50VDC 24VDC

Power consumption 3W, 8W max 2~6W, 100W max

Standard sensors

Compass ±2o Compass ±2o

Tilt : ±0.5o up to ±15o Tilt : ±0.5o up to ±15o

Temperature : -5o to 45o Temperature : -5o to 45o

Communication interface RS232 or RS422 RS232 or RS422

DVL 센서 사양 비교

■ 특기사항 (실제 시험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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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결과서 및 인증 자료

(가) 500m 실해역 시험에 대해 한국선급에서 발급한 Statement of Compliance

[그림 4-1] 500m 실해역 시험 관련 KR 발급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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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능시험 결과서

케이블 그리퍼

[그림 4-2] 케이블 그리퍼 시험결과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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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케이블 그리퍼 시험결과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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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커터

[그림 4-4] 케이블 커터 시험결과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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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케이블 커터 시험결과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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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그림 4-6]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시험결과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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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시험결과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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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유압매니퓰레이터 Visual Assistant 기술 시험결과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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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정  복합항법

[그림 4-9] 수중 정밀 복합 항법 시험결과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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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수중 정밀 복합 항법 성능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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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그림 4-11]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시험결과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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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시험결과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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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수중작업 실시간 3D 구현 시험결과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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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검출

[그림 4-14] 고장 검출 시험결과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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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고장 검출 시험결과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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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고장 검출 시험결과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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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고장 검출 시험결과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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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OLAS 시험성적서

Nav. Can & Instrument1 Can

[그림 4-18] Nav. Can & Instrument1 Can 시험성적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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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Nav. Can & Instrument1 Can 시험성적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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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Nav. Can & Instrument1 Can 시험성적서(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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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Nav. Can & Instrument1 Can 시험성적서(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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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Nav. Can & Instrument1 Can 시험성적서(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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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Nav. Can & Instrument1 Can 시험성적서(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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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Nav. Can & Instrument1 Can 시험성적서(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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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Nav. Can & Instrument1 Can 시험성적서(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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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Nav. Can & Instrument1 Can 시험성적서(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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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Nav. Can & Instrument1 Can 시험성적서(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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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2 Can & Power Can

[그림 4-28] Instrument2 Can & Power Can 시험성적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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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Instrument2 Can & Power Can 시험성적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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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Instrument2 Can & Power Can 시험성적서(3/10)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1116

[그림 4-31] Instrument2 Can & Power Can 시험성적서(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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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Instrument2 Can & Power Can 시험성적서(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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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Instrument2 Can & Power Can 시험성적서(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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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Instrument2 Can & Power Can 시험성적서(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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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Instrument2 Can & Power Can 시험성적서(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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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Instrument2 Can & Power Can 시험성적서(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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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Instrument2 Can & Power Can 시험성적서(10/10)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1123

100m용 수중카메라

[그림 4-38] 100m용 수중카메라 시험성적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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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100m용 수중카메라 시험성적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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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100m용 수중카메라 시험성적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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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100m용 수중카메라 시험성적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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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100m용 수중카메라 시험성적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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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100m용 수중카메라 시험성적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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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그림 4-44]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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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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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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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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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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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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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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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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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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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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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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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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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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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Instrument1 Can & Power Can & Instrument2 Can 시험성적서(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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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커터

[그림 4-58] 케이블 커터 시험성적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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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케이블 커터 시험성적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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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케이블 커터 시험성적서(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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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케이블 커터 시험성적서(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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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케이블 커터 시험성적서(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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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3] 케이블 커터 시험성적서(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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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케이블 커터 시험성적서(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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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케이블 커터 시험성적서(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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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케이블 커터 시험성적서(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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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7] 케이블 커터 시험성적서(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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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그리퍼

[그림 4-68] 케이블 그리퍼 시험성적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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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 케이블 그리퍼 시험성적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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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0] 케이블 그리퍼 시험성적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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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케이블 그리퍼 시험성적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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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2] 케이블 그리퍼 시험성적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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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 케이블 그리퍼 시험성적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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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4] 케이블 그리퍼 시험성적서(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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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5] 케이블 그리퍼 시험성적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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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심 성과 및 정성적 달성도

(가) 핵심 성과

수심 2,500m급 로봇 플랫폼 설계/제작 및 핵심 부품 기술 확보

- 해저 케이블 매설을 포함한 다양한 수중 작업이 가능한 ROV 기반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 설계/제작 기술 개발

- 600마력 고출력의 수중 워터젯 기술, 330마력 수중 유압공급장치(HPU) 및 유압제어 

기술, 유압 작업 공구를 포함한 수중 중작업용 로봇 핵심 부품 기술 개발

- 수중 중작업용 로봇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선상 관제 시스템 및 전력 공급 시스템 

개발

- 수중 정  복합 항법, 수중 유압매니퓰레이터 제어 등 핵심 요소 기술 개발

ROV 기반 중작업용 로봇플랫폼 통합 기술 확보

- HW 통합, 통신/전력공급, 로봇제어 및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선상 관제 시스템과의 

연동 등 플랫폼 통합 기술 확보

- 로봇플랫폼 통합 운용, 정비, 유지보수 기술 확보

실해역 테스트를 통한 로봇 성능 및 해저 케이블 매설 작업성 검증

- 수조, 연근해(수심 50m 수준), 실해역(수심 500m 수준) 테스트를 통한 로봇 성능 검증

- 연근해, 실해역 테스트를 통한 해저 케이블 매설 작업성 검증

(나) 기술경쟁력 확보 성과(기술수준 확대)

① (기술1) 수중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 설계/제작 기술

연구개발이전 원천기술확보 30% 수준 → 1단계 후 80% 수준

주어진 작업환경(ex. 2,500m 수심의 해저환경)에서 주어진 요구사양(ex. 최  매설심

도 3m 및 최  매설속도 2km/hr)을 만족하는 수중작업(ex.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

라인 매설작업)에 필요한 프레임, 부력재, 내압용기, 전기/전자/통신 등 다양한 시스

템으로 구성된 로봇 플랫폼을 설계/제작

유압시스템, 워터젯, 다양한 센서장비 및 선상 관제시스템과 통합하고 최종적인 성

능검증 수행

② (기술2) 수중 중작업용 로봇 핵심 요소 기술

연구개발이전 원천기술확보 20% 수준 → 1단계 후 80% 확보

수중작업(ex.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매설작업)에 필요한 로봇의 정상 작동 및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유압공급장치(HPU), 워터젯, 수중항법, 매설물 정  추적,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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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및 로봇팔 정  제어, 작업장비 등 다양한 핵심부품 설계/제작하고 필요한 알고

리즘 개발

기술개발 내용

- 유압공급장치(HPU) 및 유압회로 설계/제작 기술

- 워터젯 시스템 설계/제작 기술

- 다양한 수중 작업공구 설계/제작 기술

- 수중 정  복합항법 기술

- 유압 로봇팔 Visual assistant 기술

- 수중작업 실시간 매핑 기술

- 수중 중작업의 효율향상을 위한 수중 비선형 운동체의 정  제어 기술

- 통합시스템의 성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도출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검증시스템 및 요소 기술

(다) 시장경쟁력 확보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중건설로봇 유사 제품의 해외 제작의 경우, 부분 

몇 백명 규모의 중견 기업임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제작의 경우도 상기와 유사한 제작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

음. 많은 부품제작 관련 중소기업들에서 수중로봇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

으로 이와 같이 중소, 중견기업을 위주로 하여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형의 

수중건설로봇 제작이 가능함

해외 경쟁사 제품(T800)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이전 시장경쟁력은 0%수준 이며 1단계 

후 약 50% 성능 도달

지속적인 육상/실해역 실험을 수행함으로서 개발장비 신뢰성과 유지보수 기법 확보

를 통한 경쟁 품 비 기술 및 운영 수준을 80%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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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분야 기여도

(1) 기술적 측면

수중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의 내구성 및 현장적용 성능 실증을 통한 실용화 가능. 

플랫폼 설계/제작뿐만 아니라 수중 중작업에 필요한 유압 power pack, 워터젯 기술, 

유압 기반 작업공구 기술 등 다양한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을 확보하므로 기술력 

향상 및 기술자립도 제고 기

수중 중작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뿐만 아니라 수중 항법, 수중 비선형 

운동체 제어, 해저 매설물 정  추적 등 다양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므로 국내외 다

양한 수중로봇 플랫폼 개발에 적극 활용 가능  

(2) 경제적 산업적 측면

개발한 수중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의 다양한 국내 해양 구조물 건설 및 유지보수 

현장에 투입하므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해외장비 수입 체에 

따른 연간 100억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 기

   ※ 해외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이미 상용화 단계를 거쳐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00% 해외 임차를 통한 수중작업 공사가 진행

되고 있어 국외기술의 종속뿐만 아니라 막 한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

국내 전문 수중건설로봇 제작/서비스 업체의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므로 상생·균형 발전의 기회 

제공하며 또한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수중로봇 분야의 사회적 및 인적 인프

라 확장, 나아가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

(3) 사회적 측면

다양한 수중건설 분야에 첨단 로봇기술 적용으로 수중장비의 국산화, 수중작업의 안

전성(무인화) 확보, 그리고 수중시공능력 향상으로 국토해양 경쟁력을 확보 기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을 확보하므로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 되고 있는 해양에

너지, 조류발전, CCS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구조물에 한 국내 공공수요에 적극 

응 가능

수중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 설계/제작 및 다양한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 확보를 통

하여 해양개발 분야에서 국가적 경쟁력 향상 및 기술력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해양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가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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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가능 분야

(1)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매설분야(2020~2022년 적용 목표)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매설작업 프로젝트(Umbilical, 소형 파이프라인 매설작업) 

주요 상시장: 한국 및 동남아 시장

주요 발주처

- NEC, TE Subcom, 시스템 공급업체, 케이블 공사업체의 재 하도급

- 해저파이프라인 설치업체

기존의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매설작업은 부분 Plough를 활용하여 수행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ROV를 투입하여 매설작업을 수행

-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매설작업 시 Plough 진수 및 회수 구간

- 케이블 교차 등으로 인해 Plough로 목표 매설심도를 확보하지 못한 구간

- 주위에 암반이 있어 Plough 작업이 불가능한 구간

- 전력 배전케이블, 소구경 파이프 구간에 한 전체 구간 매설

- ROV를 활용하여 해저 케이블 공사를 수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PLIB(Post Lay 

Inspection & Burial)방식을 많이 사용

- 이 경우, ROV는 사전에 포설된 케이블에 접근하여 해저에 착하여 작업을 하게 

되고 Port/Starboard 수압노즐이 해저면에 최  3m까지 내려가면서 매설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케이블이 두 개의 노즐 사이에 놓이면서 작업 진행 

- 이때 노즐이 케이블에 위해를 줄 수 있기에 노즐의 모양이나 전체 툴 모양을 설계/

제작하여야 함

[그림 5-1] ROV를 활용한 해저 케이블 매설 작업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5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1168

매설된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작업

- 시스템 운용 중인 헤저 케이블이 고장 났을 경우

-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에 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이 landing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탐지 방식 및 

탐지 장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

- 일반적으로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이 landing이 되어있을 경우 케이블 및 파

이프라인에 전류 등을 투입하고 이 기초상에서 ROV에 탑재된 탐지시스템을 이용

하여 매설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에 하여 cm단위까지 정 하게 위치를 탐지할 

수 있음

(2) 다양한 해양구조물 건설 및 유지보수 분야(2023년 이후 적용 목표)

해상풍력발전 조력 파력 발전 등 해양에너지 분야의 해양구조물 건설

심해저 석유 가스 개발 등 해저 구조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형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해양플랜트 및 해저터널 침매터널 등 수중 구조물의 유

지보수 

(3)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의 활용

유압 power pack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개발로서 만약 성공할 경

우 수중에서 다양한 중작업에 필요한 유압장비 핵심 부품 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나

아가서 다양한 수중 중작업 장비 기술 개발 및 생산에 활용 

수중 고성능의 워터젯 기술의 경우에도 다양한 해저 매설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

심 기술로 상용화 기술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해저 매설 작업장비 개발에 활용

본 연구개발에서 확보할 목적의 수중 정  항법기술, 수중 작업로봇의 정  운동제

어 기술, 유압매니퓰레이터 정  제어 기술, 해저 매설물의 정  추적 기술 등 다양

한 핵심 요소 기술의 경우 수중 중작업용 로봇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중탐사 

및 작업에 활용 가능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

1169

[그림 5-2] 수중 건설로봇 활용 방안

2.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본 장비의 핵심 기능인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매설작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umbilical, 

소형파이프라인 매설작업을 주요 시장목표로 하여 진행 예정

참여기관이 수주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본 2핵심 ROV가 성공적으로 성능

검증에 성공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주활동 진행 예정

(1) 주요 고객군

프로젝트 주요 상지역은 주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 목표

국내 주요 고객 후보는 한국전력공사 및 해상풍력발전설치발주업체, 조력발전소 발

주처, 한국석유공사, 환경관리공단, 해양온도차 발전시설 발주처, 부유식풍력발전설

치업체 등

(2) 활용계획

해저케이블 매설 실적확보로 공사입찰 및 수행

해양플랜트 해상석유시추에 실무경험(해저장비 설치경험)과 유사작업을 동영상으로 

확보하여 영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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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건설로봇을 활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중공사 ㈜ 케이오씨(KOC) 자체 조사 

및 KOC 수행 가능과 진행사항 동향 내역서 (조사일 : 2019.02.23., 조사자 :윤태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향후 공사 진입검토를 하고자 함

번호 지역 위치/사업명 사업자
용량 
(MW)

구분 공사예정 공사금액
진행사항/

KOC참여계획

1 제주-완도
HVDC 

연육전력
한국전력공사 200 해상

2019.8
2020.8

700
2019년 후반 

입찰예정

2 전북
서남해 

실증사업
한국해상풍력 60 해상

업체선정
완료

2019.03
타업체 공사착수

3 전북
새만금 

해상풍력
새만금

해상풍력
99.2 육상

2019.08월 
이후

준설토 
1.4억원/
케이블 
4억원

해저 저질토 
이송 KOC 참여 
확정(2019.02.19.)
및 케이블 매설 

협의 중

4 전북
서남해 

시범사업
한국해상풍력 60/200 해상 미확인 12억원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5 전북
군산말도 앞 

해상풍력
고창 100 해상 미확인

4억원 
이상

6 전북 고군산 해역 고창 1GW 해상 미확인 17억원

소  계 737.0억원

7 제주 한림해상풍력
한전, 

대림산업, 
한전기술

200 해상
2020.3

공사착수
3억원/
5억원

연안 사전매설로 
협의 중

8 제주 대정해상풍력 남부발전 100 해상
예비타당성
조사완료

7억원

9 제주
제주동부 
해상풍력

평대·한동리 105 해상
지구지정
심의중

7억원

10 제주 월정해상풍력 월정·행원리 125 해상
지구지정
심의중

8억원

11 제주
표선세화 
해상풍력

표선·세화2리·
하천리

135 해상
지구지정
심의중

8,3억원

소  계 33.3억원

12 전남 전남해상풍력 포스코에너지 300 해상
본타당성 

평가추진중
9억원

13 전남
전남신안 
해상풍력

한화건설, 
남동발전

400 해상
본타당성 

평가추진중
12억원

[표 5-1] 수중건설로봇의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공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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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위치/사업명 사업자
용량 
(MW)

구분 공사예정 공사금액
진행사항/

KOC참여계획

14 전남
신안군 

해상풍력 
미확정 5GW 해상 미확인 50억원

케이블매설부분 
MOU 협의 중 

(2019.02)

15 전남
안만도
(영광) 

해상풍력
미확정 200 해상 미확인 10억원

16 전남 완도해상풍력 금일 해상 주민협의중 4억원
공사참여를 위한 

완도군과 협의 계획 

17 전남 완도해상풍력 어룡도 해상 주민협의중 4억원
공사참여를 위한 

완도군과 협의 계획 

18 전남 완도해상풍력 청산도 해상 주민협의중 4억원
공사참여를 위한 

완도군과 협의 계획 

19 전남
진도/
울들목

KIOST 해상
2020.10~
2021.10

70억원

2019.2.28.일 
발주처.설계와 

협의/설치전공사 
요구계획

소  계 155.0억원

20 경남

동해가스전 
위치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울산시. 
한국석유공사

200/ 
10GW

해상
300억원 

이상
울산시와 
협의예정

21 경남
통영해상풍력

발전
두산중공업, 

유닉슨
100 해상

2019년01월 
어민과 

수용여부 
타진 

7억원 공사참여검토

소  계 307.0억원

22 충남 태안만
남동, 서부, 

두산
400 해상 10억원

소  계 10.0억원

23 경북
영덕, 하저리, 
창포, 경정리 

해역

경북해상풍력 
실증사업지자체.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100
2020년 

5월 
7억원

(긴급조사/경북도 
방문)

24 경북
고성 

해수온도차 
발전사업

KRISO 4억원
2019.2.22. 

(해수부장관에게 
요청/협의예정)

소  계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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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위치/사업명 사업자
용량 
(MW)

구분 공사예정 공사금액
진행사항/

KOC참여계획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중공사

25 경남
동해가스전 
해체공사

한국석유공사 해상
2020~
2022년

400억원
Subsea Tree 
설치경험 / 

공사참여 유리

26 경북 동해바다 지질자원 해상
2019년 

8월 
10억원

해상시추 유경험 
유리

소  계 410.0억원

27 전국 기타공사
신안보물선. 

침몰선.
2020~
2022년

150억원

28 국내/외국
잠수함 

감지기 공사
(방어구축)

LIG
2021~
2022

270억원 
이상

LIG와 협의 계획

29 해외
해양플랜트/
해저케이블 

공사

2021~
2022

1,200억원

소  계 1,520억원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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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6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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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7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

결정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전기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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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NTIS장비
등록 번호

KT서
브마린

워터펌프
EMS 

250-14-2
1 2017-02-06 167,640,000 OPS

포항 
수중로봇복합

실증센터

NFEC-2017-
03-236472

KT서
브마린

워터펌프
EMS 

250-14-2
1 2016-05-27 147,000,000 OPS

포항 
수중로봇복합

실증센터

NFEC-2016-
08-211116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케이블 
그립퍼

TA17 1 2015-01-23 32,285,992 FORUM
포항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

NFEC-2015-
01-196239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수중용유압
추진기

HPT500 3 2015-06-11 96,231,710 OPS
포항 

수중로봇복합
실증센터

NFEC-2016-
02-207895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수중용유압
추진기

HPT500 7 2016-01-25 236,700,000 OPS
포항 

수중로봇복합
실증센터

NFEC-2016-
02-207901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해저 파이프 
및 케이블 
탐색 추적 

시스템

TSS 440 1 2017-10-17 276,535,075 OPS
포항 

수중로봇복합
실증센터

NFEC-2017-
10-240253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도플러  
속도 센서

WHN600K3 1 2015-03-10 44,356,249
오트로닉

스

포항 
수중로봇복합

실증센터

NFEC-2015-
03-200024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수중케이블 
탐지시스템

TSS350 1 2016-02-18 257,536,193 OPS
포항 

수중로봇복합
실증센터

NFEC-2016-
02-207818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블루뷰 2D 
멀티빔 

이미징 소나
M900-2250 2 2016-03-25 97,624,930 오트로닉스

포항 
수중로봇복합

실증센터

NFEC-2016-
04-208994

대양 
전기 
공업
(주)

수중용 
유압펌프

250HPU-4160
-02-10

1 2016-05-12 107,628,000 OPS
포항 

수중로봇복합
실증센터

NFEC-2016-
06-209999

레보
(주)

250KW급 
저압  

인버터 판넬
모델명 없음 1 2016-03-31 35,060,000 VACON

포항 
수중로봇복합

실증센터

NFEC-2016-
12-213330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전기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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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봇융합연구원]

1. 인력전문성 제고

안전(관리감독자교육) : 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안전(정기안전보건교육) : 한산업안전협회(년 4회)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비  고

연구실험실

∙ 실험실 일일 안전점검
∙ 전기 및 가스 사용 상태
∙ 인화성 물질 및 실험기기 안전 확인

일일

∙ 연구실 정기점검
∙ 산업위생, 화공, 소방, 전기, 가스, 기계분야 

안전검점
년 1회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2년 1회

전체연구원

∙ 안전관리자 점검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 소방시설점검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년 2회

∙ 전기설비 안전진단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적외선 열화상 측정

년 1회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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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보건관리요령 - 안전관리 총괄, 가스, 전기, 화공 안전관리 세부사항

∙ 실험실 관리 수칙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실험실일상점검표 작성

∙ 전기관리 수칙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안전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환경 관리 수칙
-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사항
- 장비도입 및 폐기시 준수사항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

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점검표를 매일 작성함.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 전 직원에 하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년 4회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

원에 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험을 치는 방식으로 관리함.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연구 결과물을 위한 별

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

고 관련 필요한 안전 장비등은 별도의 공간을 부여하고 관리함.

- 실험실에서 위험에 노출될 경우에 비상 처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처 장비들

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비상 상황을 처함.

- 실험실마다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과 

각종 실험장비 등의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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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 

인용 
횟수 등)

1
국내
학회

해저 케이블 
매설기의 

작업효율 향상을 
위한 

추진시스템의 
최적화 설계 

연구

제어, 로봇, 
시스템 학회

2014.05.30 단독 비SCI

2
국내
학회

2차원 공간상의 
특징 정보를 

이용한 해안항해 
기법 경로계획

한국로봇 
종합학술 

대회
2014.06.19 단독 비SCI

3
국제
학회

Conceptual 
design of 

optimal thrust 
system for 

efficient cable 
burying of ROV 

trencher

Oceans'14 
MTS/IEEE 
St. John's

2014.09.14 단독 비SCI

4
국제
학회

Path Planning 
for 3D Coastal 
Navigation of 
Underwater 
Structure

Oceans'14 
MTS/IEEE 
St. John's

2014.09.14 단독 비SCI

5
국내
학회

수중 위험요소 
평가를 통한 
최적의 임무 
계획기 설계

한국로봇 
종합학술 

대회
2014.06.19 단독 비SCI

6
국내
학회

힘 기반 
재난구조 로봇 
개발을 위한 

유압식 구동관절 
개발 및 제어기 

설계

한국로봇 
종합학술 

대회
2014.06.19 단독 비SCI

7
국내
저널

Modeling and 
Performance 

Investigation of 
Forklift 

Transmission 
Control Valve 

System

J Korean 
Soc Fluid 

Power 
Constr 
Equip

2014.9 단독 학진등재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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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 

인용 
횟수 등)

8
국제
저널

Development of 
a Novel Linear 

Magnetic 
Actuator

IJAT 2014.11 단독 SCOPUS

9
국제
저널

Application of 
an adaptive 
fuzzy sliding 

mode controller 
in velocity 

control of a 
secondary 
controlled 
hydrostatic 
transmission 

system

Mechatronics 2.423 2014.12 단독 SCI

10
국제
학회

Conceptual 
Design of 

Optimal Thrust 
System for 

Efficient Cable 
Burying of ROV 

Threncher

Oceans 
2014 

St.Johns
2014.09.15 단독 비SCI

11
국제
학회

Path Planning 
for 3D Coastal 
Navigation of
Underwater 
Structures

Oceans 
2014 

St.Johns
2014.09.15 단독 비SCI

12
국제
학회

DEVELOPMENT 
OF A 7-DOF 

POWER 
ASSISTANT 

ROBOT

9th JFPS 
International
Symposium
on Fluid 
Power

2014.10.30 단독 비SCI

13
국제
학회

Swimming 
Speed Analysis 
of a Fish Robot 
with a Flexible 

Tail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tronics 
Technology

2014.10.22 단독 비SCI

14
국제
학회

A Rate- 
Independent 
Hysteresis 

Compensator for 
Dielectric Electro 
Active Polymers 
Smart Actuator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tronics
Technology

2014.10.22 단독 비SCI

15
국내
학회

전자기파의 신호 
감쇠를 이용한 

수중 무선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위치 
추정

2014년도 
한국수중 
로봇기술 
연구회 

추계학술 
대회

2014.11.20 단독 비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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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 

인용 
횟수 등)

16
국제
저널

Design and 
Modeling of an 
Innovative Wave 

Energy 
Converter Using 

Dielectric 
Electro-active 

Polymers 
Gener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1.661 2015.07 단독 SCIE

17
국내
저널

Investigation of 
Moving Angle 
of Power Take 
off Mechanism 

on the Efficiency 
of Wave Energy 

Converter

Journal of 
Drive and 
Control

2015.09 단독 KCI등재

18
국제
저널

Sampled-data 
H−/H∞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for 
Nonlinear 

Systems in T—S 
Form: An 

Approximate 
Model Approach

Fuzzy Sets 
and 

Systems
2.675 2015.11 단독 SCI

19
국제
저널

Effects of 
non-vertical 

linear motions 
of a 

hemispherical-flo
at wave energy 

converter

Ocean 
Engineering

2.214 2015.11 단독 SCI

20
국제
저널

Thrust and 
Swimming 

Speed Analysis 
of Fish Robot 

with 
Non-uniform 
Flexible Tail

Journal of 
Bionic 

Engineering
2.325 2016.01 단독 SCIE

21
국제
저널

Detecting 
Sensor Fault for 

Nonlinear 
Systems in T—S 

form Under 
Sampled Data 
Measurement: 
Exact Direct 
DiscreteTime 

Design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173 2016.02 단독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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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 

인용 
횟수 등)

22
국제
저널

Output-Feedbac
k Control of 
Underwater 
Gliders by 

Buoyancy and 
Pitching 
Moment 
Control: 
Feedback 

Linearization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173 2016.02 단독 SCIE

23
국내
저널

유압실린더 내부 
누유 검출을 

위한 H∞관측기 
설계

제어로봇 
시스템학회 

논문지
2016.02 단독

SCOPUS, 
KCI등재

24
국제
저널

Local 
Autoencoding 
for Parameter 
Estimation in a 

Hidden 
Potts-Markov 
Random Field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5.071 2016.05 단독 SCI

25
국제
학회

Pattern 
Recognition for 

Underwater 
Docking of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ICCAS 2015 2015.10.16 단독 비SCI

26
국제
학회

Initial Alignment 
Consideration 

for Underwater 
Robot’s 

Strapdown 
Inertial 

Navigation 
System

URAI 2015 2015.10.29 단독 비SCI

27
국내
학회

만타형 UUV의 
축소모델 플랫폿 

개발 및 
수조에서의 
성능실험

한국군사 
과학기술 

학회 2015년 
추계학술 

대회

2015.11.24 단독 비SCI

28
국내
학회

패턴 매칭 
스페이스상의 
변수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한국군사 
과학기술 

학회 2015년 
추계학술 

대회

2015.11.24 단독 비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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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 

인용 
횟수 등)

29
국내
학회

UUV의 위치 
추정을 위한 3D 

패턴 이미지 
매칭

한국군사 
과학기술 

학회 2015년 
추계학술 

대회

2015.11.24 단독 비SCI

30
국내
학회

머니퓰레이터 
작업공간의 

효율적 
모니터링을 위한 

카메라 및 
라이트 그리고 
머니퓰레이터 

위치 선정

수중로봇 
기술연구회 

2015 
추계학술 

대회

2015.11.12 단독 비SCI

31
국내
학회

유압실린더의 
내부 누유 

검출을 위한 
모델 기반 

관측기 설계: 
LMI 접근법

수중로봇 
기술연구회 

2015 
추계학술 

대회

2015.11.13 단독 비SCI

32
국내
학회

ROV용 가변 
피스통 펌프 
사판각 제어 

알고리즘 개발

수중로봇 
기술연구회 

2015 
추계학술 

대회

2015.11.12 단독 비SCI

33
국내
학회

ROV 개발을 
위한 

수중 유압 
시스템 설계

수중로봇 
기술연구회 

2015 
추계학술 

대회

2015.11.13 단독 비SCI

34
국제
학회

Study on Energy 
Regeneration for 
Boom System of 
Hybrid Hydraulic 

Excavator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tronics
Technology

2015.11.15 단독 비SCI

35
국내
학회

EtherCAT 
네트워크를 
이용한 ROV 
트렌처 간이 

선상 관제시스템 
제작 및 실험

2016 
제31회 

제어로봇 
시스템학회 
학술대회

2016.03.10 단독 비SCI

36
국내
학회

단일 로드 
유압실린더의 

강인 H∞ 제어기 
설계

2016 
제31회 

제어로봇 
시스템학회 
학술대회

2016.03.10 단독 비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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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 

인용 
횟수 등)

37
국제
학회

Label field 
initialization for 

MRF-based 
sonar image 

segmentation by 
selective 

autoencoding

MTS/IEEE 
Oceans 
2016 

Shanghai

2016.04.12 단독 비SCI

38
국제
저널

Proposition and 
experiment of a 

sliding angle 
self-tuning wave 
energy converter

Ocean 
Engineering

2.214 2017.03 단독 SCI

39
국내
저널

편로드 
유압실린더 내부 

누유 검출을 
위한 T-S 퍼지 

모델 기반 
샘플치 관측기 

설계

한국해양 
공학회지

2016.10 단독 등재지

40
국제
학회

Demonstration 
of P-SURO II 

AUV’s 
Autonomous 
Navigation in 

the Water Tank 
Environment

URAI 2016 2016.8.21 단독 비SCI

41
국제
학회

Docking 
Technique for 

Manta-type UUV 
and its 

Experimental 
Studies in Water 

Tank 
Environment

MTS/IEEE 
Oceans 
2016 

Monterey

2016.9.20. 단독 비SCI

42
국제
학회

Vibration control 
of a single 
Flexible-link 
manipulator 
using PD 

controller and 
Input-Shaping 

algorithm

20th Int. 
Conference 

on 
Mechatronics 
Technology

2016.10.29. 단독 비SCI

43
국제
학회

Intelligent Phase 
Plane Switching 

Control of a 
Sliding-Buoy 
Wave Energy 

Converter using 
Learning Vector 

Quantization 
Neural Network

20th Int. 
Conference 

on 
Mechatronics
Technology

2016.10.30. 단독 비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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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 

인용 
횟수 등)

44
국제
학회

Forward-looking 
sonar image 

mosaicking by 
feature track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Biomimetics

2016.12.03. 단독 비SCI

45
국제
학회

Vision based 
Assistance for 
Underwater 

Manipulations

UI 2017 2017.2.21. 단독 비SCI

46
국내
학회

수중 케이블 
매설용 로봇 
플랫폼 설계

수중로봇 
기술연구회 

2016 
추계학술 

대회

2016.10.27. 단독 비SCI

47
국내
학회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2D 

영상기반 3차원 
위치 추정

수중로봇 
기술연구회 

2016 
추계학술 

대회

2016.10.27. 단독 비SCI

48
국내
학회

ROV 트랜처를 
위한 이더캣 

시스템 설계 및 
적용

수중로봇 
기술연구회 

2016 
추계학술 

대회

2016.10.28. 단독 비SCI

49
국내
저널

The Numerical 
Modeling and 
Sliding Mode 
Control of

A New 
Submersible Fish 

Cage

Journal of 
Drive and 
Control

2017.09 단독 KCI

50
국제
저널

Extraction of 
visual texture 
features of 

seabed 
sediments using 

an SVDD 
approach

Ocean 
Engineering

2.214 2017.9 단독 SCI

51
국제
저널

Two-dimensional 
forward-looking 

sonar image 
registration by 
maximization of 

peripheral 
mutual 

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Robotic 
Systems 

0.952 2017.11 단독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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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제
학회

Configuration of 
Wave Energy 

Converter 
Power-take-off 
System Based 

on CVT

21th Int. 
Conference 

on 
Mechatronics 
Technology

2017.10.20. 단독 비SCI

53
국제
학회

Development of 
a Wave Energy 
Converter with 
Mechanical PTO 

by means of 
Supplementary 
Mass Control

21th Int. 
Conference 

on 
Mechatronics 
Technology

2017.10.20. 단독 비SCI

54
국제
학회

Inverse 
kinematics for 
autonomous 
underwater 

manipulations 
using weighted 
damped least 

squares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Robots and 

Ambient 
Intelligence

2017.06.28. 단독 비SCI

55
국내
학회

터치 스크린 
입력을 이용한 

작업물의 
위치자세 
추정 기법

2017년도 
한국해양 
공학회 

추계학술 
대회

2017.10.19. 단독 비SCI

56
국제
저널

Scan registration 
for underwater 

mechanical 
scanning 

imaging sonar 
using 

symmetrical 
Kullback-Leibler 

divergence

Journal of 
electronic 
Imaging 
28(1)

0.780 2019.02.07 단독 SCI

57
국내
학회

터치스크린 
입력을 이용한 
원격제어 보조 
기법의 실험적 

검증

제13회 
한국로봇 
종합학술 

대회

2018.01.21 단독 비SCI

58
국내
학회

URI-T, a ROV 
for Underwater 
Cable Burying 

Tasks 
Develop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 Sea 
trial

2018 
한국수중 
수상로봇 

기술연구회 
추계학술 

대회

2018.11.01 단독 비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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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국제
학회

Vision based 
technique of 
position and 
orientation 
estimation

Underwater 
Intervention 

2018
2018.02.06 단독 비SCI

60
국제
학회

Assisted 
Teleoperation 

for Underwater 
Manipulation 

Utilizing Touch 
Screen Inputs

Ubiquitous 
Robots 
2018

2018.06.26 단독 비SCI

61
국제
학회

Investigation of 
Heading and 

Depth Keeping 
Control for 

Cable Burying 
Trencher

Ubiquitous 
Robots 
2018

2018.06.26 단독 비SCI

62
국내
저널

URI-T, 해저 
케이블 매설용 
ROV 트렌처 

개발 및 실해역 
성능 검증

한국해양공
학회지

2019.04 단독 KCI

63
국내
저널

URI-T, 해저 
케이블 매설용 
ROV의 선수각 
제어 및 실해역 

검증

한국해양
공학회지

2019.04 단독 KCI

64
국내
저널

해저 케이블 
매설 로봇의 

수중 
매니퓰레이션을 
위한 터치스크린 
기반 원격 조종 

어시스턴스 
기술 개발

한국정밀
공학회지

2019.04 단독 KCI

65 특허
수중전력공급시

스템
대양
전기

한국 출원: 2014년

66 특허
전자기파를 
이용한 수중 
거리측정방법

Postech
/서울과
기대

한국 등록: 2014년

67 특허
수중 내압용기 

및 그 운용 방법
대양
전기

한국
출원: 2015년
등록: 2016년

68 특허

수중
추진기의 고장 
진단장치 및 그 

운용방법

대양
전기

한국 출원: 2015년

69 특허
2차원 카메라  

영상기반 3차원 
좌표 입력 방법

한국로
봇융합
연구원

한국 출원: 2016년



●●●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1200

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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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특허

수중 
매니퓰레이터의 
그림자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매니퓰레이터의 
충돌방지장치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한국
출원: 2016년
등록: 2018년

71 특허

무인잠수정 인양 
고리 근처의 

엄빌리컬 케이블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한국 출원: 2016년

72 특허

무인잠수정의 
수면 근처에서 

작업 시 
엄빌리컬 케이블 

엉킴
방지장치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한국
출원: 2016년
등록: 2018년

73 특허

해저케이블 
절단용 

블레이드의 
전단력 측정 

장치

한국 
도키멕

한국 출원: 2016년

74 특허
해저 케이블용 

그리퍼의 파지력 
측정 장치

한국 
도키멕

한국
출원: 2016년
등록: 2017년

75 특허
희생양극이 
구비된 수중 

운동체 프레임

대양 
전기

한국 출원: 2016년

76 특허

압력보상기가 
구비된 

케이블분기용 
수중 케이블 

정션박스

대양 
전기

한국 출원: 2016년

77 특허

A Graded-MRF 
model for the 
underwater 

Forward-looking 
sonar image 
segmentation

심양 
자동화
연구소

중국 출원: 2016년

78 특허

음파를 이용한 
매설체의 매설 
깊이 및 위치 

측정 방법 및 그 
측정 장치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한국 출원: 2018년

79 특허

수중로봇의 
매니퓰레이터 

제어방법 및 그 
제어시스템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한국 출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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