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 20180317

해양장비 실해역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선박 및 시스템 구축

최 종 보 고 서

2022. 2.

[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공동] ㈜케이오씨
[위탁] 동명대학교

해   양   수   산   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요 약 문 >

사업명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20180317

기
술
분
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EA1007 60% EA1004 30% EA1009 10%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MEG0302 60% MEG0202 20% MEG0301 20%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해양장비 실해역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선박 및 시스템 구축
전체 연구개발기간 2018. 04. 16 - 2021. 12. 31 ( 3년  9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23,430,002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180,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1,250,002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v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TRL6)  
종료시점 목표(TRL8)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해양장비 실해역 시험평가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선박 개조와 실해역 
운용 시험

○ 시험평가 장비설치 및 시스템통합, 시험장비 운영기술 개발, 시험평가제
도 기반 구축 

○ 산업체 수요에 대한 지원 및 국가R&D성과물에 대한 지원 방안 도출 등 
시험평가선 활용계획 및 운용자립화 방안 수립

전체 내용

○ 시험평가선 시스템 설계 및 건조
○ 수중로봇의 다양한 시험평가가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
 - 50톤 중량의 ROV를 sea state 4조건에서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지원 시

스템 구축
○ 시험평가선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 시험평가 운용기술 개발
○ 시험평가선 운영 추진체계 구축
○ 시험평가선 활용 및 운용 자립화 방안 수립

연구개발성과 
○ 3,000톤급 해양장비 실해역 시험평가선 확보(중고선박 구입 및 개조)
○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 및 적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해양 R&D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기업의 현장적용실적 확보를 위한 실해역 시
험·평가 시스템의 체계적 지원

○ 시험·평가를 위한 국내선박임차 기회 확대 및 저비용의 임차비용 지원

연구개발성과
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공개

연구개발성과
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

설·장비

기술요

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정보생물자원 정보 실물

8 4 4 1 - 2 - - - - -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
템 등록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ZEUS

등록번호

한국해
양과학
기술원

3,000톤급
시험평가선 
(장영실호)

- 1 2021-10-13 19,526,375
㈜에이치

엠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NFEC-2021
-10-273433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실해역 시험평가 지원선박 진회수장치 동적위치유지장치 시험평가시스템

영문핵심어
(5개 이내)

Offshore field test 
& evaluation

Supporting Vessel
LARS(launching 
and recovery 

system)

DP(Dynamic 
positioning)

Test & evaluation 
system



목  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

 1-1. 연구개발 목적 ·········································································································  1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  1 

 1-3. 연구개발 범위 ·········································································································  2

 1-4.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  5

  1-4-1 시험평가 분야 ······························································································································  5

  1-4-2 선박 매매 및 가격 동향 ··········································································································  26

  1-4-3 유사 선박 조사 ··························································································································  30

  1-4-4 수중영상 분야 ····························································································································  35

  1-4-5 해양통신 분야 ····························································································································  42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55

 2-1. 사전 조사···············································································································  55

  2-1-1 시험평가선 요구사항 분석 ······································································································  55

  2-1-1 선박개조 코드 분석 및 선급 인증 절차 및 체계 분석 ····················································  61

 2-2. 시혐평가선 구축 ···································································································  76

  2-2-1 장비도입심의 ······························································································································  76

  2-2-2 중고선박 구매 ····························································································································  77

  2-2-3 시험평가선 개조 ························································································································  84

 2-3. 시험평가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91

  2-3-1 모니터링 랩 구축 ······················································································································ 191

  2-3-2 모니터링 SW 개발 ···················································································································· 199

  2-3-3 수중위치추적시스템 ·················································································································· 214

 2-4. 시험평가선 통합운영체계 구축········································································· 223

   2-4-1 선박운영관리 매뉴얼과 절차서 ···························································································· 223

   2-4-2 온라인 기반의 선박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 228

   2-4-3 장영실호 진수/회수 운영 절차서 ························································································ 237

 2-5. 해양장비 시험평가 체계 구축··········································································· 242

   2-5-1 국내 인증 및 표준화 동향 ···································································································· 242

   2-5-2 체계 수립 방안 ························································································································ 249

   2-5-3 해양장비 시험평가 기존 사례 분석 ···················································································· 257

   2-5-4 해양장비 시험평가 체계(안) ································································································· 271

 2-6. 수중영상 융합기술 개발····················································································· 304



   2-6-1 수중 광학영상 선명도 강화 기술 ························································································ 304

   2-6-2 수중 소나영상 대조도 강화 기술 ························································································ 307

   2-6-3 수중 광학/소나 영상 융합 기술 ·························································································· 310

 2-7. 해양 장거리, 고용량 전송 시스템 개발 ························································ 317

   2-7-1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 ·················································································· 317

   2-7-2 양방향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 ···································································· 327

   2-7-3 실증 시험 ·································································································································· 328

 2-8. 시험운항················································································································· 333

   2-8-1 계획 ············································································································································ 333

   2-8-2 운항 성능 ·································································································································· 335

   2-8-3 DP 성능 ····································································································································· 339

   2-8-4 전기 성능 ·································································································································· 348

   2-8-5 해양장비 지원 성능 ················································································································ 349

   2-8-6 해양장비 시험평가 실증 ········································································································ 381

 2-9. 시험평가선 활용계획 및 운용 자립화 방안··················································· 389

   2-9-1 시험평가선(장영실호) 운영방안 수립 ················································································· 389

   2-9-2 시험평가선 운용자립화 방안 ································································································ 395

   2-9-3 2단계 기획연구 : 해양(로봇)장비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 ···································· 400

 2-10. 장영실호 운영체계····························································································· 416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421

 3-1.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421

 3-2. 연구수행 결과 ······································································································· 422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465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465

 4-2. 자체 보완활동 ······································································································· 466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467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정도 ············································ 471

 5-1. 목표 달성도 ··········································································································· 471

 5-2. 관련 분야 기여도································································································· 472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475

 6-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 475

 6-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 476

7. 기타 사항············································································································ 481

 7-1.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481

 7-2.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481

<참고문헌>··············································································································· 485

<부록>

 부록 A. 장영실호 사양서(Specification) ··································································· 489

 부록 B. 장영실호 주요 도면······················································································ 491

 부록 C. 장영실호 운항 사진······················································································ 495

<별첨자료>··············································································································· 501

별첨 1 : 중고선박 조사 및 품질평가 보고서

별첨 2 : 구매 전 검선보고서(Posh Kittiwake)

별첨 3 : Posh Kittiwake 인수인계서

별첨 4 : 장영실호 주요 도면

별첨 5 : 장영실호 주요 증서

별첨 6 : 장영실호 모니터링랩 매뉴얼

별첨 7 : 장영실호 DP(Dynamic Position) Test Report

별첨 8 : 장영실호 비즈니스모델 수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

별첨 9 : 장영실호 선체용선계약서

별첨 10 : 장영실호 인수인계서(㈜HMT-KIOST-㈜케이오티)

별첨 11 : 2단계 기획보고서 - 해양장비 시험평가표준화 기술 개발

별첨 12 : 시험평가선 운영 매뉴얼(HSE), 선박운영 절차서(HSEP)

별첨 13 : 3,000톤급 시험평가선 개조용역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 1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 해양장비 실해역 시험평가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선박 개조와 실해역 운용 시험

 ○ 시험평가 장비설치 및 시스템통합, 시험장비 운영기술 개발, 시험평가제도 기반 구축 

 ○ 산업체 수요에 대한 지원 및 국가R&D성과물에 대한 지원 방안 도출 등 시험평가선 활용계획 및 운용

자립화 방안 수립l

    - 연구과제 종료 후, 자립화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 최종 성과물 및 요구사항

    - 3,000톤급 실해역 시험평가 건조(DP2, 50톤 A 프레임)

    -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 해양 R&D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기업의 현장적용실적(Track-Records) 확보를 위한 안

정적인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 해양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현장적용실적 미흡으로 상용화 추진에 장애요소 발생

  ○ 시험·평가를 위한 국내 선박 임차의 어려움, 높음 임차비용 및 산업체의 요구사항 불충족 등 해양장

비 성능검증·운용에 최적화된 전용선을 확보 및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 장비운용 및 시험·평가에 최적화 되지 않은 일반 선박을 고비용(80백만원/일)으로 임차하는 등, 성능

검증 실적 축적에 걸림돌로 작용

  ○ 해양 R&D 성과물(수중건설로봇, 수중운용기기 및 통신장비, 수중탐사장비, 해양레저장비, 수중유지보

수지원 등)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Death-valley 극복 기술지원 필요

  ○ 국가 차원의 R&D를 통해 시험·평가선 운영 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비 개발 → 성능 시험 → 

사업화”로 이어지는 해양 R&D 사업화 기반 조성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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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범위

○ 핵심 기술

   - 해양기술 실해역시험 평가선 건조 (중고선박 구매하여 개조)

   -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 시험평가선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 해양장비 시험평가 운용기술 개발

   - 시험평가선 운영 추진체계 구축 및 자립화 방안 수립

❙그림 1-3-1❙ 연차별 연구개발 범위

❙그림 1-3-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 3 -

❙그림 1-3-3❙ 선박 개조 기술 지원 범위

❙그림 1-3-4❙ 모니터링 기술 개발 범위

❙그림 1-3-5❙ 시험평가 체계 구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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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해양통신 분야 연구 범위

❙그림 1-3-7❙ 수중 영상 분야 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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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1-4-1 시험평가 분야

□ 기존 연구선(이사부호, 아라온호 등)이 존재하나, 해양과학조사용 선박으로 선박 개조 필요하며, 본

연의 기능·역할 수행에 차질 발생 등으로 국내 실해역 실증·시험평가 시설 및 전용모선은 부재

Ÿ 테크노파크(TP) 등의 지역 센터가 운영 중이나 R&BD 중심의 사업화 촉진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설은 부재

Ÿ 우리나라 연근해의 특성 및 기후를 고려하여 고정식 시험설비보다 전용선박을 통한 실해역 평

가지원이 필요

□ 국내는 해양 생물 산업, 수산연구정보, 로봇개발, 해양 레저, 소프트웨어 지원 등의 해양 관련 센터

는 존재하나, 상용화 기술의 설계, 시작품 제작·실험을 위한 실해역 실증·시험평가 시설은 없음

○ 상용화가 가능한 대형 기술의 완성품 조기 생산을 위해 예비설계, 기술 검증 등 실해역 시

험·실증장을 포함한 실용화 센터 구축이 시급함 

Ÿ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간한 2020 해양과학기술(MT)로드맵에서 국가 추진 정책으로 ‘해

양 R&D 성과활용 및 산업화 지원 강화’를 제시

○ (시험･평가) 해양공학수조, 심해공학수조(건설 예정) 등 선박･기자재 중심의 수조 활용이 일

부분 가능하나 사용일이 포화상태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험·검증 설비가 필요

Ÿ 해양 분야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이나 실해역 기술실증·시험장 조성을 통한 현장적용실적 

확보 지원 등의 인프라 구축은 향후 해양 R&D 기반의 신산업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

로 예상

□ 해외 해양 테스트베드 구축 동향

○ 해양 선진국인 미국, 노르웨이 등은 무인잠수정, 무인선, 수중통신 등의 해양무인시스템 기

술 평가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해양무인시스템 안전성 및 자율성 평가에 활용

❙그림 1-4-1❙ 세계 해양무인시스템 테스트베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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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6개 이상의 테스트베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MIT는 무인선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찰스강 인근에 설치하였고, 미해군은 펜드오레호에 군용 무인잠

수정 및 수중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즈홀 해양 연구소

(WHOI)는 전용 부두를 활용한 해양무인잠수정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 MIT Autonomy Bay

Ÿ MIT 캠퍼스 인근 찰스 강 유역에 위치해 있으며 해양 로봇 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 연

구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음 

Ÿ MIT 내 여러 해양 연구 실험실과의 연계를 통해서 해양 무인 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있음

Ÿ 상용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자율운항 알고리즘, 수중 통신, 해양환경검출과 같은 센서 시스템 

연구개발, 해양 탐사 및 해저 탐색, 지역화 알고리즘을 연구하며 상용 무인선 및 무인잠수정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Ÿ 선박의 항해, 자율 제어, 장애물 회피, 수색, 수중의 물체 인식, 해양 시스템의 도킹, 복귀 알

고리즘 등 다양한 무인선 및 무인잠수정의 자율 운항 성능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음

Ÿ 다만, MIT Autonomy Bay가 위치한 찰스 강 유역 MIT Sailing Pavilion은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의 무인시스템 및 특수 임무를 가지는 시

스템의 성능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단점임

❙그림 1-4-2❙ MIT Autonomy Bay

❙그림 1-4-3❙ Test in MIT Autonomy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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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oustic Research Detachment (ARD)

Ÿ 미국 아이다호 주 내 펜드오레 호에 위치한 NAVAL SEA SYSTEMS COMMAND의 Warfare 

Center 소속의 연구소임

Ÿ 아이다호에서 가장 크고, 깊으며 조용한 수역으로 수중 음향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Ÿ 개발 중인 잠수함의 음향 스텔스 기술 연구 개발, 테스트 및 평가 (RDT & E)가 가능하며, 이

를 위한 대규모 잠수함 모델 및 실험 지원, 음향 테스트 시설을 운영하여 미 해군의 기술 검

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

❙그림 1-4-4❙ ARD 

❙그림 1-4-5❙ Test the platform in 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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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WHOI)

Ÿ 미국 메사추세츠 지역 해안가에 위치한 해양 연구, 탐사 및 교육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임

Ÿ 해양 전반에 걸친 연구 수행하며 지구과학, 해양 정책, 연안 해양, 해양 생물, 탐사,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수행하며 HOV(Human Occupied Vehicle),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를 활발히 이용함

Ÿ 전용 부두가 있어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 

Ÿ Geodynamics Program, Geophysical Fluid Dynamics Program, WHOI Argo Program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해양 환경, 로봇 공학, 대기과학, 해양 생명,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1-4-6❙ WHOI 

❙그림 1-4-7❙ WHOI 테스트베드 환경 및 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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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Lakes Research Center

Ÿ 미국 미시건 주 Michigan Tech 대학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2014년 개소하여 대학 소속의 시설

로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Ÿ 수상 생태계 역학, 해양 공학 및 기술, 전산 및 수치 모델링,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반에 걸

친 연구를 수행

Ÿ 초대형 호수인 슈피리어 호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센터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절기 시 호수가 얼어 Under – ice Robot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1-4-8❙ Great Lakes Research Center

❙그림 1-4-9❙ Test in great Lakes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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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T’s Robotics Test facility

Ÿ 미국 메릴랜드 주 게이더스버그, 표준과학기술연구소 소속으로 로봇의 성능을 측정하는 표준

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시설

Ÿ 항공, 지상 및 수중 등 다양한 운용 영역을 가지는 로봇의 성능 평가와 관련된 측정 및 표준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으며, 50여 개 이상의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시

험 시설 및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Ÿ 해양 무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원격 무인잠수정의 표준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Ÿ 해상 테스트베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봇 시스템에 대한 성능 표준 연구 수행

❙그림 1-4-10❙ NIST’s Robotics Test facility

❙그림 1-4-11❙ NIST’s Robotics Test facility 시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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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 TUNE (Ocean Testbed for Underwater Networks Experiments)

Ÿ 미국 내 4개의 지역에 수중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해양 테스트 베드를 개발하고 구축하

는 다중 대학 연구 프로젝트로서, Univ. of Connecticut, Washington, California, Texas A&M의 

4개 기관에서 운용함

Ÿ 해양 모뎀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Ÿ 계층 간 수중 네트워킹 프로토콜 스택 설계 및 성능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음향 통신 

연구, 수중 음향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 중에 있음

Ÿ 미국의 해안 지리 및 날씨에 대한 다양한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4개의 다른 지역에 4개의 

테스트 베드를 배치함

Ÿ 각 지역 마다 다른 수중 환경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각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음

❙그림 1-4-12❙OCEAN - TUNE 

❙그림 1-4-13❙ 통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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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MBARI)

Ÿ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MBARI)는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해변에 위치

한 해양 연구센터로 해양 미생물학, 화학, 유전체, 생태학 등 다양한 생물, 생명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해양학, 해양 물리학, 화학, 지질학, 해양 기후 등의 다양한 해양 관련 연구를 수행

하는 기관임

Ÿ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원격 무인잠수정, 자율 무인잠수정, 수중 글라이더 등 다양한 무인 

해양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Ÿ 무인시스템의 시험 및 검증은 센터 내의 공학 수조를 이용하며, 실해역 시험 및 검증은 센터 

근해의 몬터레이 해변에서 수행함

❙그림 1-4-14❙ MBARI and Monterey Bay 

❙그림 1-4-15❙ Test Vehicle of MB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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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o Superior Tecnico(포트루갈)

Ÿ Dynamical Systems and Ocean Robotics Lab(DSOR)는 리스본 해양 수족관이 있는 수심이 낮은 

호수 측면에 300m×200m의 해양무인잠수정 전용 시험 센터 구축하여 운용 하고 있음

Ÿ 해양무인잠수정의 제어 및 유도, 수중 항법, 탐지 및 인식 등의 성능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Ÿ 확장 가능한 모바일 수중 음파 탐지기 기술,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해양 로봇 시스템 등 EU에

서 추진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네트워크에 참여함

Ÿ 정밀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로 평가/인증 시설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그림 1-4-16❙ Instituto Superior Tecnico

❙그림 1-4-17❙ Instituto Superior Tec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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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노르웨이)

Ÿ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양무인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시험 사이트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Ÿ 각각의 사이트는 해양무인시스템이 운용될 경우 직면하게 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함

Trondheim

Stor

Horten

Grenland

❙그림 1-4-18❙ Test Site in Norway
① TRONDHEIM FJORD(2016)
Ÿ 세계 최초 해양무인시스템 실해역 성능 시험 사이트인 트론하임(2016) 지역은 NTNU, Marintek 

등 해양무인기술 개발을 위한 잘 발달된 기술 네트워크가 강점임

Ÿ 노르웨이 해안 청에 의해 자율 운송을 위한 공식 테스트 베드로 지정되었으며, 해양무인시스

템의 안정성 확보,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연구 시설로 활용 

② STOR FJORD(2017)
Ÿ 2017년 9월 노르웨이 해양 당국 및 연안국은 서부 최북단의 storfjord에 원격 제어 및 자율 선

박 운항 테스트를 위한 두 번째 구역을 설립

Ÿ Stor 지역은 긴 운항 조건 생성이 가능하며, 선박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센서 기술 및 

관리 시스템 등을 테스트하고 개발하는 데 적합함

③ GRENLAND(2017)
Ÿ 이 지역은 물동량이 많은 항구 주변으로 Trondheimfjord 및 Storfjord 에 비해 상당히 많은 교

통량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장애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하기 용이하며, 이 지



- 15 -

역에는 VTS 범위 내의 지역으로, 테스트의 유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④ HORTEN(2017)
Ÿ 노르웨이 남부 오슬로 피요르드의 호르텐 지역에 원격 제어 및 자율 선박 테스트를 위한 구역

을 추가로 지정하였음

❙그림 1-4-19❙ Test of USV & U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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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derwater Centre(영국 스코틀랜드)

Ÿ 스코틀랜드 Fort William 지역 해안가에 위치하여 1972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Ÿ ROV의 해상 운용 트레이닝 및 잠수부 훈련, 근해 시험을 수행

Ÿ 잠수부 훈련의 경우 평가 및 인증이 가능하여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자격을 제공

Ÿ 최근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개발한 AUV에 대한 협약 및 시험을 수행한 바 있음

Ÿ 주변에 별도의 해상(만) 실해역 실험 지역 존재, 해수 수조, 전용 선박 부두, 사무실, 숙박 시

설 등을 보유함

❙그림 1-4-20❙ The Underwater Centre

❙그림 1-4-21❙ Test of The Underwater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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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O STO Centre for Maritime Research and Experimentation(이탈리아)

Ÿ 해양 영역을 중심으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과학 연구 및 실험 시설

Ÿ 이탈리아의 La Spezia에 위치하였으며, 해양 과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음향 및 기타 다양

한 분야의 해양 과학 연구를 수행

Ÿ NATO의 해양 S & T 관련 연구 시설로 NATO 국가와 파트너가 협력하고 과학 및 기술을 공

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Ÿ 무인 선박을 비롯한 무인 시스템, 통합 방어 시스템 및 자율 지능 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기술

적 향상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Ÿ 실해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체 개발된 음향 수집 시스템 및 네트워크 통신 수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안정성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수중 네트워크 프로토콜 테스트, 협력 로봇 분

야를 위한 테스트로 모뎀 거리 측정 기능 테스트 수행

Ÿ SW 모델링된 AUV가 모뎀을 장착하고 테스트베드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HILS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환경 구축함

❙그림 1-4-22❙ Position of The NATO STO Centre

❙그림 1-4-23❙ Test of The NATO STO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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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Bay(아일랜드)

Ÿ 수중의 다양한 센서와 장비의 테스트 및 검증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용 해역으로써 이 지역에

는 수중 케이블, 수중 음향 통신 장비 등이 구축되어 활용됨

Ÿ 아일랜드 Galway 카운티의 Spiddal에서 동쪽으로 4.5km 지점에서 해양으로 1.5km 떨어진 지역

으로 수심 22m에 테스트베드 구축

Ÿ 테스트베드 시설

- 해저 케이블 관측소는 4쌍의 광섬유를 통한 고속통신으로 다양한 센서와 장비를 호스팅하고 

실시간 테스트 및 시연 가능하며, 23개의 장비연동 포트 구비되어 있고 그 중 15개는 테스트 

전용포트로 새로운 장치 시험 및 실증에 적용됨

- 전도성, 온도 및 깊이, 용존 산소, 혼탁도 및 형광 센서, 어쿠스틱 도플러 전류 프로파일러, 

고주파 하이드로 폰, 어쿠스틱 어류 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네트워크 부이(Mobilis DB800)는 GPRS, Satellite, VHF, Wimax, GSM, 3G, Wi-Fi 통신 프로토콜

을 지원하며 3G HPSA 통신에서는 최대 21Mbps(다운링크), 5.76Mbps(업링크)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 있음

- 시간간격에 따른 맞춤형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며 사용자 요구에 따른 데이터 사전처리, 유효

성 검증 및 구문 분석, 데이터 중개, 저장 및 처리 서비스, 원시 데이터 및 파싱된 데이터 수

집 및 액세스가 가능함

❙그림 1-4-24❙ Site of the SmartBay 

❙그림 1-4-25❙ Test of Smart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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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18년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무인시스템 시험 평가 운용 영역 구축을 공식화하

여 진행

Ÿ 아시아 최초로 남중국해에 해양무인시스템 전용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을 2018년 

2월 발표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27㎢, 2단계에서는 771.6㎢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 영역을 지정할 계획

○ 아시아 최초 해양무인시스템 시험 사이트 구축 착수

Ÿ 중국은 2018년 2월부터 남중국해와 인접한 광둥성 주하이(Zhuhai) 세계 최대 규모, 아시아 최

초의 영해 순찰 및 전투 등을 위한 무인함정 및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 시설 설치를 발표

Ÿ 1단계로 21.6km의 해양무인시스템 시험 영역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향후 71.6km의 세계 최대 

규모 시험 영역 지정 운용을 발표

Ÿ 이 시설은 통신망과 운항 레이더, 자동 정박 시스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전시와 평시 모

두 이용 가능하며, 승조원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없이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음

❙그림 1-4-26❙ Zhuhai test site  

❙그림 1-4-27❙ Test center and test U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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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일본)

Ÿ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JAMSTEC)은 전반적인 해양 관련 분

야를 연구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신카이, 우라시마, 카이코 등 다양한 무인 해양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 중에 있음

Ÿ 별도의 무인 해양시스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지는 않았으나 센터 내부의 공학 수조 및 근해, 

연구선 및 다양한 무인시스템을 이용한 심해 테스트 및 성능 평가를 다수 수행하였음

❙그림 1-4-28❙ JAMSTEC

❙그림 1-4-29❙ In & Outdo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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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C(National Oceanography Center(영국)

Ÿ  석유 플랫폼을 거점으로 하여 해저케이블 관측망, 무인체 해양관측을 위한 수중 및 수상 통

신 게이트웨이, 전력 공급, 관측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 중

○ PLOCAN(스페인)

Ÿ 해양플랫폼을 해양연구 목적의 인프라로서 구축하여 해양에너지 개발 연구, 3차원 해양관측시

스템 개발, 해저케이블 관측망 구축 등 해양모니터링 체계 개발에 적극 활용

❙그림 1-4-30❙ 수중 및 수상 통신 게이트웨이의 

석유 플랫폼 활용계획

 
❙그림 1-4-31❙ 심해 무인해양관측 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플랫폼 활용계획(영국 NOC)

❙그림 1-4-32❙ 해양구조물을 거점으로 한 해양 모니터링 체계

(스페인, PLOCAN(The Canary Island Oceanic Platform)

○ 해양관측이니셔티브(OOI,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미국)

Ÿ OOI는 해양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해양 무인관측소 운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양을 관측할 

수 있는 해양 관측 네트워크로 2005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제안돼 2007년부터 연구가 시작되

었음

- (기간) 2009년 ~ 2016년(7년), (사업비) 약 4,400억원

-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현상을 조사선‧잠수정이나 바다표면만을 관측하는 위성 관측을 통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OOI는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해 지속적 쌍방향 통신으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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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실시간으로 해양을 관측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Ÿ 해저케이블망을 이용한 지각판과 심해 연구

Ÿ 계류와 부이(buoy), 자율무인잠수정(AUV) 등을 이용해 연안 환경 관측

Ÿ 표류계, 부표, 부이 어레이, 기타 쌍방향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영양염의(바닷물 속의 규소, 

인, 질소 등의 염류를 총칭) 순환, 대기·해양 반응, 해류 등을 연구

Ÿ 미국 동부와 서부, 그린란드, 알래스카,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칠레, 남태평양 등 7개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Ÿ 정해진 수심의 특정한 위치에 설치한 900여개의 센서를 통해 해수 온도의 변화와 해류의 움직

임을 탐지하고 심해 미생물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해양 환경변화 분석

❙그림 1-4-33❙ 미국 OOI 개념도

○ IOOS(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미국)

Ÿ 미국 연안에서 HF Radar, 연구 선박, 인공위성, 무인항공기, AUV, 수중글라이더 등 첨단 장비

를 활용하여 해양 예측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연방과 지역, 학계와 기업이 파트너쉽을 맺

고 구성하는 통합 관측망이며, IOOS에서 수중 관측 분야는 수중글라이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로 분류되어 있고, 전체 시스템에서 운용하는 글라이더를 통합 관리하고 있음

○ SWARMs(유럽)

Ÿ SWARMs(Smart and Networking Underwater Robots Cooperation Meshes)은 2015년 7월에 유럽 

전역에 실시된 프로젝트로, 3년 간 유럽 10개국 35개 협회가 파트너로 참여한 바 있음

- (기간) 2015년 ~ 2018년(3년), (사업비) 약 240억원

Ÿ SWARMs Project 목표 : - 실시간 환경 인식 및 감지 시스템

- 해양장비 운영 및 제어를 위한 수중통신 체계 구축

- AUVs 자율성 및 ROVs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운용시스템 개발

- 해양구조물 부식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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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모니터링

- 해양가스 탐지 및 추적

- 해저 지도화

❙그림 1-4-34❙ SWARMs Project 개념도

○ SUNRISE 프로젝트(유럽)

Ÿ 수중 통신망 연구는 1대1 통신에서 통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중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발전되어온 가운데, 현재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미국이 컨소시엄을 이

뤄 유럽 연합(EU)의 지원을 받아 ‘SUNRISE 프로젝트‘라는 수중통신망 개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Ÿ SUNRISE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EU FP 1 IP Project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La Sapienza)대학을 중심으로 포르투갈,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터키, 미국 

등 다양한 국가가 컨소시엄 구성

* 2013년부터 IoUT(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환경 구축을 목표로 무인 수중 탐사 로봇의 자기 조직화(self-organise) 가

능한 지능형 센서 개발과, 수중 센서, 수중 통신, 수중 네트워크 구조 및 수중 내비게이션 개발 연구 진행

❙그림 1-4-35❙ 유럽 SUNRISE 프로젝트 구성



- 24 -

○ ONC(Ocean Networks Canada)(캐나다)

Ÿ 2007년 빅토리아 대학의 과학발전계획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지구환경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해양의 물리‧화학‧생물학‧지질학적 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Ÿ 세계최고수준의 해양관측소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해양의 변화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수

집‧제공하여 관련 과학연구 및 정책결정을 지원함

- 연구자가 원격으로 계측기를 조작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함

Ÿ NEPTUNE, VENUS관측소를 통해 지진, 쓰나미 경고와 해양 상태, 해양 포유류 위치 및 선박 

통행량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적 의사 결정지원

- 조지아 해협 등 동북 태평양과 북극해 7개 해역에 2개 광역관측소 및 4개 지역관측소가 설치

되어 있으며, 400개 계측기에서 5,000가지 이상의 센서를 24시간 운용하여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함

❙그림 1-4-36❙ ONC 프로젝트 관측인프라 및 공동연구기관 분포

○ AMOS(Center for Autonomous Marine Operations and Systems)(노르웨이)

Ÿ 2013년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승인을 거쳐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이 되어 산업체 및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 자율적인 해양 운영과 시스템 구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해상운송, 해

양 신재생에너지, 해양탐사, 원양수산 등의 9개의 핵심프로젝트 수행

- 2개의 적용필드와 3개의 무인기 개발, 첨단선박 및 구조물, 극한환경 및 안전 분야의 적용과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상호 연계하여 프로젝트 진행

❙그림 1-4-37❙ 노르웨이 AMOS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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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양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동향

○ 국내에서도 무인 해양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중건설로봇(URI-L, URI-T, URI-R), 해

미래와 같은 원격무인잠수정, 옥포6000, 이심이와 같은 자율무인잠수정, 수중 글라이더 등의 

다양한 무인 해양시스템이 개발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성능 검증 및 평가를 수

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된 사례는 거의 전무함

○ 무인 해양시스템의 성능 시험 및 검증, 평가를 실내외에서 수행 중에 있음 

Ÿ 실외 시험 지역으로는 실해역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두 근해, 진해 해군사

관학교 앞 바다, 한국 해양대학교 근해, 포항 앞 바다가 대표적인 시험 지역이며, 담수 지역으

로는 대전의 방동호, 부산 낙동강 하구, 상주의 낙단보, 문경의 경천호 등이 주요 시험 지역으

로 활용되고 있음

Ÿ 실해역 테스트베드 지역 중 해군사관학교 앞 바다의 경우 군사 시설의 특성 상 자유로운 출입

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거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의 경우도 사전에 허가

가 필요하나, 한국해양대학교 부두 근해는 상기의 두 지역에 비해 자유로운 성능 시험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음

Ÿ 담수역 테스트베드의 경우 방동호, 경천호와 같은 저수지는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의 환경적 외란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해양 시스템의 특성 상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인 특성이 존재함 

Ÿ 이 외에도 많은 실외 시험 지역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실외 시험 지역의 경우 무인시스

템의 성능 검증 및 평가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시험하고자 하는 개발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각종 계측 센서들을 통해서 성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고 있음

진해 - 해군사관학교

부산 - 한국해양대학교

거제 – 남해 KIOST

실해역 테스트배드

대전 - 방동저수지

문경 - 경천호

상주 - 낙단보

부산 – 낙동강 하구

담수역 테스트배드

❙그림 1-4-38❙ 국내 실외 성능시험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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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선박 매매 및 가격 동향

* 별첨 1 : 중고선박 조사 및 품질평가 보고서 참조

□ OSV 선박의 종류

○  OSV 선박의 기능 

Ÿ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으로 통칭되는 OSV(Offshore Support Vessels)는 해양플랜트, 해양조

사 등에 필수적인 선박이며 우리말로는 ‘해양플랜트 지원 선박’ 또는 ‘해양지원선’으로 

통칭되고 있음

Ÿ OSV의 기능은 공급 지원, 심해저 작업 및 건설 지원, Heavy Lift 지원, 숙박 등 편의시설 지

원, 탐사 지원 등이 있음

○ OSV 선박 종류 

Ÿ AHTS(Anchor Handling Tug/Towing Supply Vessel)

- AHTS는 석유시추 플랫폼을 바다의 목표 지점까지 예인하고 앵커를 내려 선박을 해상에 정박

시킴으로써 플랫폼이 정확한 곳에 시추파이프를 꽂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보급품이나 장비를 수송하는 기능도 할 수 있어 가장 쓰임새가 많은 선박임

Ÿ PSV(Platform Supply Vessel)

- PSV는 해양플랜트에 보급품과 장비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며, 화물 용적 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특히, 갑판 위 여유 공간에 파이프 등 화물을, 갑판 아래 공간

에 시추 과정에 필요한 진흙, 시멘트 등을 적재 그리고 액체화물은 압력탱크를 설치하여 운

반함

Ÿ MRSV(Multi Role Supply Vessel)

- MRSV는 MPSV(Multi Purpose Supply Vessel) 이라고도 하며, 다양한 범위의 유지보수와 공급 

기능을 갖춘 선박을 의미하며, 정유시설이나, 소방, 크레인, 헬기장과 같은 설비를 탑재하며, 

OSV의 다목적 추세에 따라 AHTS나 PSV에 시추 기능을 추가하거나 DSV(Diving Support 

Vessel)에 ROV(Remotely Operated Vehicles) 기능을 추가하는 하나의 선박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선박

Ÿ Standby Vessel(Standby and Rescue Vessel)

- Standby Vessel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생산시설 인근에 대기하는 선박으

로 화재진화 장비, 헬기장, 석유회수장비 등 탑재

Ÿ Crew Boat(Fast Support Vessel: FSV)

- Crew Vessel은 인력을 비롯해 연료·물과 같은 소형 화물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

며 플랫폼 간 선원 이동 및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등 Standby Vessel의 역할도 수행

Ÿ 기타 선박들

- Utility Vessel은 선원과 일부 유전지원 장비의 수송이 가능한 선박

- OSCV(Offshore Subsea Construction Vessel)는 건설지원선으로 대량 자재를 운송하는 데 이용

되며 일반적으로 Heavy-lift 크레인 등을 장착

- ASV(Accommodation & Support Vessel)는 해양플랜트에 근무하는 선원의 거주, 휴식 등 편의

를 위한 선박

- Chase & Seismic Support Vessel은 지진탐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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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9❙ OSV 종류

❙그림 1-4-40❙ OSV(Offshore Support Vessel) 및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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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용선 가격 동향

○ 선박 종류별 임대료(용선가격)

- 선박 종류별 이용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MRSV 선박의 임대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남. 이는 동 선박이 Plug and Play 방식으로 운영되어 호환성 확보를 위해 장비의 완성도가 

높은 것에 기인

(단위 : USD)

선박종류 Low/일간 High/일간 평균비용/연간

PSV  (Platform Supply Vessel) 5,000 10,000 1,680,000

MRSV (Multirole Support Vessel) 9,000 12,000 2,352,000

OSCV (Offshore Subsea Construction Vessel) 6,000 8,000 1,568,000

AHTS (Anchor Handling Tug Vessel) 8,000 12,000 2,240,000

ERRSV (Emergency Response and rescue Vessels) 8,000 10,000 2,016,000

Chase & Seismic Support Vessels 6,000 10,000 1,792,000

Standby Crew Vessels 8,000 10,000 2,016,000

Others 5,000 8,000 1,456,000

❙표 1-4-1❙ OSV 선박종류별 용선가격               <출처: PMR(Persistence Market Research) 2018>

□ OSV 선박 거래 동향

- 최근 5년 OSV 선박 거래량은 다음과 같음

- 심각한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가 파산하거나 상장폐지로 인해 저가의 선박이 시장에 많이 나

옴. 2016년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그림 1-4-41❙OSV 선박 거래량

□ 신조선 가격 동향

- 전체적으로 신조선의 가격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단기적인 회

복인지 장기적인 회복인지는 더욱 시간이 가 보아야 할 것임. 다만,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음

- 신조선가 추세는 과거 10년을 통해 보았을 때 2011년, 2012년에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

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다음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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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2❙ 신조선 가격 동향

□ 중고선 가격 동향

- 2008년도 미화 약 2500만달러로 정점을 도달한 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도에는 1000만

달러로 급락함. 그후 현재까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거래는 7년에서 12년 정도 된 선박들의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그림 1-4-43❙ 중고선 매매 가격 동향

❙그림 1-4-44❙ 연령별 중고선 매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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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유사 선박 조사

(1) 국내 수중로봇 운용 선박

□ 이사부호

Ÿ 종합해양연구조사선§정밀 조사 가능, 수심 10,000m 지구 물지 조사, 샘플채취 가능, 심해, 대

양 등, 해역에서 기후 변화, 광물 자원 등 조사 수행 

Ÿ 지구물리(중, 천해 및 심해저지형도 탐사), 해저지층 및 지질 탐사§해양 순환기후 탐사(기상 

및 수중 이산화탄소 등), 해류 특성 및 파고조사

Ÿ 전 세계 심해저광물자원 및 수중자원 탐사, 지자기 조사, 실시간 중력 탐사

Ÿ 어군 및 수중 생물자원탐사, 해저화산, 열수구탐사 등

□ 이어도호

Ÿ 종합해양연구조사선

Ÿ 수심 1,500m 지형, 지층 조사 및 샘플 채취 가능

Ÿ 우리나라 연근해, 각종 해양 연구 조사 수행

□ 온누리호

Ÿ 종합해양연구조사선

Ÿ 수심 6,500m지형, 지층 조사 및 샘플채취 가능

Ÿ 심해, 대양 등에서 기후 변화, 광물 자원등 조사 수행

Ÿ 수중 영상탐사(해저 무인잠수정 및 심해저카메라 등을 통한 수중 탐사)

Ÿ 탄성파 지질탐사를 통한 지질자원 및 석유 탐사

Ÿ 수중 초음파 통신,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 연구

□ 청해호

Ÿ 각종 해상/수중 무기체계의 해상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다목적 시험지원선

Ÿ 진동, 선내소음 및 수중 및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조 전 단계에 음향

성능통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내소음기준 및 진동기준을 만족

Ÿ 국내최초로 수중방사소음기준을 만족

□ 미래로호

Ÿ 해저케이블  건설 전용 및 해저탐사 등 다목적 선박

□ 세계로호

Ÿ 해저케이블 건설 전용 선박(YZ유지보수 선박)

□ 나라호

Ÿ 해양 실습선 겸 해양탐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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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양관련학과 학생들의 해양관측 승선실습과 해양에 관한 기초 연구를 위하여 각종 해양탐사

(해양물리, 화학, 지질, 기상, 환경, 생태 등)작업 수행

❙그림 1-4-45❙이사부호

 

❙그림 1-4-46❙ 이어도호

❙그림 1-4-47❙ 온누리호

 

❙그림 1-4-48❙ 청해호

❙그림 1-4-49❙ 미래로호

 

❙그림 1-4-50❙ 나라호

❙그림 1-4-51❙ 세계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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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선박

□ EMAS PETREL

Ÿ 2008년 제작(싱가포르)

Ÿ AHTS(anchor handling tug ship)

Ÿ USBL(side type-측면에서 활용하고 있음)

Ÿ A 프레임 미 보유

Ÿ 데크 및 윈치 상태가 불량하여 수리가 필요함

Ÿ EMAS와 LEWEK의 합병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Ÿ 부두에 정박(반년이상 cold stack상태)

❙그림 1-4-52❙ EMAS PETREL

□ POSH HERMOSA
Ÿ 2008년 제작(중국)

Ÿ AHTS(anchor handling tug ship)

Ÿ USBL(side type-측면에서 활용하고 있음)

Ÿ A 프레임 미 보유

Ÿ 앵커윈치와 데크, 내부공간, 승선 편이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음

Ÿ 작업 종료 후 해상에서 대기(승선인원이 관리)

❙그림 1-4-53❙ POSH HERM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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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 Captain

Ÿ 2,000ton급 선박

Ÿ DP2

Ÿ 50ton A 프레임, 작업 크레인 2대 보유

Ÿ 작업정 보유

□ □ Crest Olympus

Ÿ 2,000ton급 선박

Ÿ DP2

Ÿ 38ton A 프레임 , 작업 크레인 2대 보유

Ÿ 작업정 보유

□ M.V.UP Amber

Ÿ 4,000ton급 선박

Ÿ DP2, 구매대상 중고선박 중 work deck의 크기가 가장 넓음

Ÿ A 프레임 없음, 작업 크레인 3대 보유

Ÿ 작업정 보유

❙그림 1-4-54❙ Nor Captain
 

❙그림 1-4-55❙ Crest Olympus

❙그림 1-4-56❙ M.V.UP 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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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 성능 비교

구분 이어도호 청해호 온누리호 나라호 미래로호 이사부호 리스폰더호 세계로호

Length Overall 
(LOA)

48.9m 65.4m 63.8m 70.7m 70.1m 99.8m 105.5 m 115.4m 

Breadth 
Moulded

8.60m 12.4m 12.0m 13.5m 14.9m 18.0m 20.0 m 20.0m 

Deadweight 357ton 1,299ton 680on 1,494ton 1,800ton 5,894ton 6,204ton 6,409ton 

Gross Tonnage 546ton 1,930ton 1,422ton 1,893ton 1,999ton 7,666ton 8,071ton 8,323ton

Summer / 
Maximum Draft

2.5m 7.1m 7.6m 4.8m 5.1m 6.3m 12.0 m 7.8m

Dynamic 
Positioning

- DP1 DP2 DP1 DP2 DP2 DP2 DP1

A 프레임 
Type

10.0ton 20.0tom 20.0tom
30.0ton
외 2대

40.0ton 
30.0ton
외 2대

40.0ton 50.0ton 

크레인
5.0ton
외 1대

5.0ton 
외 2대

2.5ton
외 3대

5.0ton
외 2대

30.0ton
외 4대

5.0ton
외 2대

20.0ton
외 2대

20.0ton
외 3대 

Speed 
(knots) 

12.0
11.0

16.9
14.0

14.5
13.0

14.3
13.8

13.8
11.0 

15.0
12.0

14.0
12.5

13.5
12.0 

Total Number 
of Bunk
(person)

30 75 41 66 52 60 68 62 

workboat 작업정 구조정 작업정 작업정 작업정 작업정 작업정 작업정

❙표 1-4-2❙ 선박 성능 비교(국내)

구분 FUGRO MARINER FUGRO VOYAGER TansuoYi Hao EMAS PETREL POSH HERMOSA

Length Overall (LOA) 76.0m 82.9m 94.45m 70.0m 70.7m

Breadth Moulded 20.0m 19.8m 17.9m 16.0m 16.0m

Deadweight 1,933tons 4,644tons 2,448tons 2,444ton 2,454ton

Gross Tonnage 3,097tons 6,600tons 6,250ton 2,521ton 2,532ton

Summer / Maximum Draft 4.7m 5.65m 6.3m 5.3m 6.2m

Net Register Tonnage (NRT) 929tons 1,394ons 1,394ons 800ton 759ton

Dynamic Positioning DP2 DP2 DP-2 DP2 DP2

A 프레임 Type 23ton 15ton 150ton - -

크레인
7.5ton
외 1대

5ton
외 1대

8ton
외 1대 

5.0ton 외 1대 6.25ton 외 1대

Speed 
(Knots)

12
12
10

12 14.0 / 10.0 14.0 / 10.0

Total Number of Bunk 58 60 40 40 40

workboat 작업정 작업정 작업정 작업정 작업정

❙표 1-4-3❙ 선박 성능 비교(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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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수중영상 분야

○ 극한적이고 다변하는 수중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중작업을 수행함

에 있어 무인자동기술은 최적의 해결책으로 무인자동기술에서 수중상황을 가시화하는 수중 

영상화 기술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원천기술임

Ÿ 우리바다의 해저자원탐사, 수중건설로봇, 항만인프라 유지관리, 기뢰탐지 및 조난자 수색 등 

다양한 수중 작업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로 더욱 고도화된 

무인자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중 상황을 가시화하고 사람

을 대신하여 필요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수중 영상화 기술은 핵심 요소기술임

❙그림 1-4-57❙ 영상 기반 수중탐사 및 수중검사 응용 예 (출처: 구글검색)

○ (국내) 소나 센서에 대한 개발이 있으며 기존 수중 소나 및 광학 장비를 활용하여 최근 고도

화된 데이터 처리기술을 접목한 수중 가시화 시스템이 개발됨

Ÿ 과학기술부 “수중 3차원 퓨전영상 생성·탐지 및 전송기술 개발 (책임자: 김승근, ‘03.06

∼’07.12)”에서 초음파 렌즈를 이용하여 수중 초음파 카메라 시스템 (주파수 : 1.8 MHz 동작

범위 : 12mBeam Number : 1 * 96 EABeam Coverage : 29°(H) by 12°(V)Max. Frame Rate : 

4-21 frames/sImage Resolution : 96*96Operating Depth : 100m) 제작 및 수중영상처리 기법 개

발

Ÿ 미래창조과학부“어류 수 추정을 위한 수중 다방향 카메라 영상의 합성 및 개선 (책임자: 박정

선,‘12.05∼’15.04)”에서 다방향 카메라의 왜곡 보정 및 파노라마 영상 합성기술, 수중 색상 

변환 모델을 이용한 수중 영상의 화질 개선 (조도, 색상, 에지 등) 기술 개발

Ÿ 국민안전처 “3D 입체소나를 이용한 수난 구조탐색시스템 개발 (책임자: 박승수, ‘14.05

∼’17.04)”에서 3D 입체소나 영상탐색시스템 개발

Ÿ 해양수산부 “수중 구조물의 세굴 모니터링을 위한 point cloud 기반 3차원 영상 센서 시스템 

개발 (책임자: 최두원, ‘18.06∼’19.12)”에서 point cloud 기반 3차원 영상 센서 시스템 및  

정밀 3차원 수중 영상 구현 기술,  다중 센서 시스템을 지원하는 3차원 정보 합성 및 가시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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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8❙ Point cloud 기반 3차원 영상 센서 시스템

Ÿ 교육부 “무인해저로봇 탑재용 하이브리드 광학/음파 영상처리기술 개발 (책임자: 김수미, 

‘18.06∼’21.05)”에서 수중 광학 및 소나 영상 융합기술 개발함

❙그림 1-4-59❙ KIO 가온 수중무인이동체 및 수중영상 융합기술

Ÿ 중소벤처기업부 “수중 구조물 안전진단용 2차원/3차원 영상 통합형 수중 acoustic 카메라 시

제품 개발 (책임자: 최두원, ‘19.11∼’21.05)”에서 다축 스캐닝 모듈이 장착된 3차원 수중 

입체 영상 acoustic 카메라 개발

Ÿ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중 스테레오 카메라 및 입체가시화 기술 개발 (책임자: 김수미, 

‘21.03∼’24.02)”에서 수중 스테레오 영상화 기술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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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0❙ 수중 스테레오 카메라 및 입체가시화 기술 개발

Ÿ 제이와이시스템은 상용 소나 장비를 해양 준설현장이나 수중 조사에 활용하는 데이터 처리기

술을 제공

❙그림 1-4-61❙ 제이와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중 영상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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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수중 3차원 영상화가 가능한 다양한 소나, 광학 및 레이저 기반 수중 센서가 개발 중

이고 상용화 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실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기술 및 멀티 센싱 융합기술도 활발히 개발 중임

Ÿ 3차원 소나영상 센싱 기술이 개발되어 소나영상의 수직해상도가 향상되고 보다 정확한 수중모

니터링 가능해졌으며 대부분 2억 이상의 고가 장비임

❙그림 1-4-62❙ 수중 3차원 소나 상용품

Ÿ (EchoLogger) 국내 제품으로 펜슬 빔을 이용한 3차원 소나 스캔 장비

Ÿ (SoundMetrics) 기존 2차원 멀티빔 소나에 음파빔의 수직각도를 줄이는 렌즈와 회전기능을 추

가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3차원 영상 제공 

Ÿ (Teledyne marine) Blueview BV5000 소나장비 (1.35 MHz, 30m range)에 회전 가능한 기계장치

를 결합하여 3차원 점군 데이터 (point cloud data)를 측량하여 3차원 영상 제공 

Ÿ (CodaOctopus) 기계장치 없이 3차원 공간상에 분할된 음파신호를 보내어 실시간 3차원 영상화

를 지원하는 다양한 Echoscope 소나 제품군 보유함

Ÿ 최근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중 3차원 입체가시화를 위한 멀티 광학 카메라 기반의 수중용 스테

레오 카메라가 ROV 탑재용이나 다이버용으로 상용화되어 다양한 수중 조사에 활용되고 있음 

❙그림 1-4-63❙ 수중 스테레오 카메라 상용품 (출처: 회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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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RIEGL, Teledyne Optech 및 Leica에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기법으로 물체

의 크기 및 배치 정보를 제공하는 해심측정용 Lidar 시스템이 개발되어 초당 십만 포인트 측

정이 가능하며 수심 75 m까지 투과하여 측정 가능

❙그림 1-4-64❙ 해심측정용 Lidar 시스템 및 Lidar 영상 사례

Ÿ 노르웨이 NEO Subsea는 레이저나 LED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해저면 촬영가능한 새로운 영상 

센싱 기술 개발

❙그림 1-4-65❙ NEO Subsea의 LaserSharkTM (위)과 TileFishTM (아래) 영상시스템

Ÿ 스탠포드 대학에서 레이저를 원하는 음향 주파수의 강도로 수면에 조사하고 이 레이저 에너지

가 흡수되면서 물속에서 초음파를 생성하고, 수중 물체에 반사되어 수면 위로 복귀한 신호를 

감지하여 영상화하는 광음향 공중 음파탐지시스템 (PASS, Photoacoustic Airborne Sonar 

System)을 개발함. 광음향 공중 음파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물에 닿지 않고 공중 플랫폼에서 

음파 탐지 신호를 보내고 받아 해저 지도와 해양 생물을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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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6❙ 스탠포드의 광음향 공중 음파탐지시스템 (Photoacoustic Airborne Sonar System)

Ÿ 아쿠아드론에서 소나를 활용하여 해저면 조사, 해상‧수중 물체에 대한 실시간 정밀 positioning, 

공정 관리를 위한 marine GIS 구축 및 공사 성과 평가 조사 등 수중시공에 필요한 다양한 서

비스 제공

❙그림 1-4-67❙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스마트항만 시범영역(4,500m2, 5m 깊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아쿠아드론



- 41 -

Ÿ AquaSmartXL은 원격조정 가능한 aquatic drone으로 광학, 적외선 및 depth 카메라를 융합하여 

관찰대상의 3차원 가시화 기술을 제공함

❙그림 1-4-68❙ AquaSmartXL 시스템, 센서 및 3D 가시화 기술 

Ÿ 영국 Bibby HydroMap은 Lidar의 수상부 및 Sonar의 수중부 영상을 융합하여 다리 및 댐 등의 

건설물 조사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그림 1-4-69❙ 영국 Bibby HydroMap의 Lidar 및 Sonar 융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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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해양통신 분야

□ 해양통신 기술 개발 배경

Ÿ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모바일

(Mobile)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조선·해양 산업과 융합하고 있음

Ÿ 조선 해양 산업에서 ICT 기술을 적용한 해양 ICT 융합 서비스 (Ex. 스마트자율운행선박, 

e-Navigation) 기술 개발 움직임

Ÿ 해양 통신환경은 육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낙후 되어있어 해양환경에서 ICT 융합 

산업기술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Ÿ ICT 융합 산업기술을 해양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육상통신과 같이 대용량 고속통신을 보장할 

수 있는 초고속 해양 통신 채널을 확보 필요 

Ÿ 해상무선데이터통신시장은 2013년 170억 달러 규모이고, 2018년~2027년 연평균 약 64.3조원에

서 최대 92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Ÿ Orbis Research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해양정보 시장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10.53%의 연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Ÿ 국내에서 해양통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면 막대한 이득을 바탕으

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 1-4-70❙ 조선산업의 4차 산업혁명

(출처: 조선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전략, KOTRA)

□ 해양 ICT 융합 서비스

Ÿ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음

Ÿ 하나는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조기에 조선해양산업 분야에 ICT를 적용하기 위한 

e-Navigation 기술 융합

Ÿ 다른 하나는 상업적 목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여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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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사업과의 융합

❙그림 1-4-71❙ 차세대 선박운항체계 개요(출처: 헤럴드경제)

○ e-Navigation

Ÿ 해상에서의 안전과 보안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운항과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킬 목적으

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선박과 육상의 해상정보의 조화로운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을 

융합하고 통일하여 수행하는 체계

Ÿ 표준화는 국제항로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IALA),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국제전기협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 IEC)에 의해 진행중

❙그림 1-4-72❙ e-Navigation 개념도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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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3❙ e-Navigation 이행 절차 (출처: e-Navigation 

국제표준화 동향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TTA)

기관 표준화 내용

국제항로협회 
(IALA)

Ÿ e-Navigation을 위한 구조에 대한 기술적 지원 수행
Ÿ e-Navigation을 위한 육상구조를 주로 담당

국제수로기구
(IHO)

Ÿ 전자해도를 비롯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관련 해양 정보의 교환/활용 체계에 관한 표준
Ÿ e-Navigation을 위한 공통 해사데이터 모델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로써 사용

국제전기협회
(IEC)

Ÿ IMO에서 요구한 항해 통신 장치들에 대한 국제기술표준을 제정하는 기구
Ÿ e-Navigation을 위한 선상 장비들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중요한 표준을 제정할 것으로 기대
Ÿ e-Navigation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
음

❙표 1-4-4❙ e-Navigation 표준화 현황

   

○ 국내 산업 기자재 산업에 미칠 영향력은 다음과 같음

- 선박에 새로운 디지털 장비 및 시스템의 도입 가속화

-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성 증가

Ÿ e-Navigation은 국내 해양 산업 특히 조선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관점에서는 커다란 기회이

면서도 위기이기도 함

Ÿ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통해 기술 및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자율운행 선박

Ÿ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하여 지능화･자율화된 시스템을 통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 및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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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운인력 부족을 해소하며, 조선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선박 및 해양 플랜트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Ÿ (국외) 글로벌 R&D 기술 개발 주도권은 노르웨이 콩스버그(Kongsberg Gruppen SA), 영국 롤

스로이스 마린(Rolls-Royce Marine), 핀란드 바르질라(Wärtsilä), 스위스 ABB 등 일찍이 기술 개

발에 나섰던 유럽 업체들에 있음

Ÿ (국내) 우리나라 조선 3사의 자율운항선박 관련 특허는 극히 소수

Ÿ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2016년 약 56.75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약 155억 달러 규모까지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됨

Ÿ 향후 시장의 성장은 완전 자율운항 선박기술이 시장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측됨

Ÿ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중국･일본이 세계 3대 자율운항선박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그림 1-4-74❙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규모 전망 (출처: 한국IR 협의회)

❙그림 1-4-75❙ 2030년 세계 자율운항선박 

지역별 시장 비중 (출처: S&T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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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율운항선박 정책 동향

Ÿ MUNIN 프로젝트(2012~2015):EU가 주관, 380만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자율운항선박 운영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적, 경제적, 법적 타당성을 평가

Ÿ AUTOSHIP 프로젝트(2019~)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3.5년동안 2,76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해 EU에서 차세대 
자율운항선박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

Ÿ ReVolt 프로젝트(2014) : 세계 최대 선급협회 DNV-GL이 노르웨이 연안 해역에서 운항할 소형 무인 전기추진컨
테이너 선박 개발

Ÿ SIMAROS 프로젝트(2017~2019) :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을 위한 기술 및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개발된 컨셉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검증

Ÿ ROMAS 프로젝트(2017~2019) : 선박의 엔진제어실을 해안의 엔진제어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운영규정, 규칙 및 
검증방법 등 프레임워크를 수립

Ÿ AUTOSEA 프로젝트(2015~2019) : 자율운항선박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센서 융합을 통한 자동상황인식시
스템 기술 개발

Ÿ SSAP프로젝트(2012~2017) : 핀란드 기술혁신청으로부터 66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아 Rolls-Royce, inmarsat, 
DNV-GL 등이 참여해 차세대 선박 솔루션을 개발

Ÿ ONE SEA 프로젝트 : 2025년까지 상업용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윤리적 이슈, 보안, 교육, 규제 등을 포함한 연
구를 통해 발트해 부근 자율운항 생태계 구축

Ÿ SSAP 프로젝트(2012~2017) : 일본 내 조선사, 해운사, 선급, 업계대학, 연구기관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스
마트 선박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개발

Ÿ 국토교통성이 2016부터 IoT/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선박/해양 장비 기술 개발 지원 사업 ‘i-Shipping’을 
추진

Ÿ ‘일본재흥전략 2017’에서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실용화를 공표
Ÿ 일본 해운/조선 업체들은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250척 공동 개발/건조 추진

Ÿ ‘중국제조 2025’에서 첨단기술 선박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구가가 되겠다는 목표 제시
Ÿ 광둥성 주하이(珠海)에 아시아 최초로 770km^2 크기의 세계 최대 면적 자율운항선박 테스트베드 조성

Ÿ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프로젝트 (2020~2025)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1,603억 원 규모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Ÿ 2021년 1월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3t 이상의 선박에 의무적으로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보급하는 사업 시행

❙표 1-4-5❙ 자율운항선박 관련 주요국의 R&D 정책 및 지원 동향

Ÿ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국 중국, 일본과 비교해 상대

적으로 기술, 생산력이 뛰어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건조하여 독보적인 기술우위를 확보

하고 있음

Ÿ 이에 더하여 자율운항선박 장비 및 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

Ÿ 이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국제표준화 주도 및 공공 빅데이터 제공을 해주어야 할 것

□ 해양통신 기술

Ÿ 해양ICT 기술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통신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 발전

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Ÿ e-Navigation과 스마트자율운항선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영역에서의 기술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Ÿ 선박과 육상에서 수집된 정보를 육상 또는 선박으로 전달하기 위한 4S(ship-to-ship, 

ship-to-shore, shore-to-ship, shore-to-shore) 해상무선통신

Ÿ 조선산업에서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상기의 분야에서의 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하여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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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외) 해사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 구축은 EU에서는 해사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초단파 데이터 교환 시스템(VDES)의 표준화에 주력

Ÿ (국내) 우리나라의 경우 해사 서비스 솔루션 제공 인프라와는 조금 다른 공공안전 주파수를 

활용한 4G 통신 기반의 LTE 초고속해상 무선통신망 구축에 주력

○ 이더넷 기반 선내 통신 표준화 동향

표준 표준 내용

IEC 
61162-400 
시리즈

IEC 61162-400 Ÿ 이더넷 기반의 프로토콜인 IEC 61162-400 시리즈 전체에 대한 개요 및 기능에 대해 정의

IEC 61162-401
Ÿ 400 시리즈의 응용 애플리케이션과 하부의 T-profile을 연동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 문
서

IEC 61162-402 Ÿ 400 시리즈의 장치들에 대한 테스트 및 문서 요구사항에 대해 정의된 문서

IEC 61162-410
Ÿ IEC 61162-400에서 정의한 메시지들을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 미들웨어로서,  
multiplexing/de-multiplexing 기능을 정의

IEC 61162-420
Ÿ IEC 61162-400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공통의 클래스와 사용
자 정의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정의

Light-Weight Ethernet (LWE)
Ÿ UDP 멀티캐스팅을 사용해 항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
Ÿ IEC 61162-400 시리즈에 비해 매우 간단한 구조

❙표 1-4-6❙  이더넷 기반 선내 통신 표준화 동향

  

○ SAN(Ship Area Network)

Ÿ IEC TC 80, LWE 표준 반영

Ÿ 선박 내 구축되어 상태 정보, 제어 명령, 문서 및 도면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백본 통신망

Ÿ SAN은 선박 내 기계장치 제어를 선원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중앙처리방식이라 선박 자

동화에 필수적인 요소

Ÿ 컨테이너선 및 크루즈선과 같은 대형 선박을 약 30명의 선원만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을 수행

Ÿ SAN 구조는 각각의 시스템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장비들에 대한 연결은 통합 게이

트웨이(Integrated Gateway)가 수행하여 상호 간 통신이 가능

Ÿ 통합 게이트웨이는 망요소적 역할로 스위치가 가장 적합하며, 최소 스위칭 능력은 30,000 

packets/s임

❙그림 1-4-76❙ SAN 네트워크 구성도 (출처: 한국IR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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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무선통신 (위성 통신, 기존 해상통신, 지상통신) 

Ÿ 해상무선통신은 해상 위성통신, 기존 해상통신, 지상통신으로 구분함

Ÿ 지상 → 해상 통신기술은 통신 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 통신 속도를 높이기 어려움

Ÿ 안테나 빔포밍과 같은 장거리 RF 통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됨

Ÿ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해상 네트워크 관리 기술, 멀티 홉 릴레이 기술, 전송 거리 확장 기

술, 통신 신호 흔들림 보상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지상 무선통신 기술을 인프라 구축이 어려

운 해상으로 확장함

Ÿ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해상에서도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해상 광대역 통신 시스템(MariComm)을 개발 중임

❙그림 1-4-77❙ 해상 광대역 무선통신기술 개념도(출처: 해상 디지털 통신기술 

표준화 및 개발현황, 정보처리학회지)

○ 해상 위성통신

Ÿ Inmarsat 선박지구국과 EPIRB 위성서비스를 이용하여 선박과 육상 간 양방향 통신과 조난경보

를 제공

Ÿ 정지위성인 Inmarsat 위성 시스템은 하향링크 1.5GHz, 상향링크 1.6GHz에서 운용되며 선박지

구국으로부터 조난 경보를 제공하고 무선전화나 무선텔렉스를 이용하여 양방향통신을 제공

Ÿ 조난 경보 및 부표형 EPIRB은 121.5MHz와 406~406.1MHz에서 조난신호를 보내면 비정지위성

을 이용하여 조난 위치를 파악

Ÿ 최근에는 고속의 정액 요금제도를 제공하는 VSAT 서비스가 급격히 적용

Ÿ 해상이동위성서비스(Mobile Satellite Service, MMS) 시장은 INMARSAT이 전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약 26,000척에 탑재되고 있으며, VSAT 시장은 100GT 이상의 116,000 선박중 

30% 이상을 대상 시장규모로 추정하고 있어 약 34,800척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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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8❙ 해상 위성통신 서비스 발전현황 (출처: Frost & Sullivan)

○ 기존 해상무선통신(MF, HF, VHF) 

◇ 해상 MF 대역 디지털 통신기술
Ÿ ITRU-R M.2010을 만족하는, 육상에서 선박으로 해상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정보의 디지털 방

송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서비스

Ÿ NAVTEX 시스템과 유사하게 시간슬롯 할당방식을 사용

Ÿ OFDM 변조방식을 사용하며 모든 부반송파는 QAM 방식을 사용

Ÿ 16-QAM을 사용하는 경우 25kbps의 데이터율을 가지고 있으며, 0.5~0.75의 코드율을 사용할 경

우 12~18kbps의 데이터율을 나타냄

Ÿ HF 대역 전파는 전리층, 계절, 위치 및 자연현상 등에 의해 특성이 변하므로 통신품질과 신뢰

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Ÿ

◇ 해상 HF 대역 디지털 통신기술

Ÿ ITU-R M.1798-1(2010년)을 만족하는, 데이터 및 E-Mail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서

비스

Ÿ OFDM을 이용한 HF 데이터 서비스 모뎀 프로토콜을 이용한 시스템은 32개 부반송파에 

4/8-PSK 변조방식을 사용

Ÿ PACTOR-III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자메일 시스템은 18개 부반송파에 QPSK 변조방식을 사용

Ÿ 3kHz 채널을 사용하여 3kbps 이하의 데이터율 제공

Ÿ (국내) ITU-R 권고 M.1798-1에 기반한 디지털 HF 시스템을 삼영이엔씨를 중심으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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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9❙ 해상 HF디지털 통신장치를 통한 SailMail 서비스 현황 (출처: 해상 

디지털 통신기술 표준화 및 개발현황, 정보처리학회지)

◇ 해상 VHF 대역 디지털 통신기술
Ÿ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와 국제 전기통신연합(ITU)의 해상 VHF 

통신 표준을 만족하는 통신기술

Ÿ VHF 대역의 전파는 유효거리가 짧아 주로 항만이나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무선전화 서비스에 이용

Ÿ VHF 대역 무선전화는 가시거리 내인 100km 미만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과 해안국 간 통신

에 이용

Ÿ ITU-R M.1842-1은 해상 VHF 대역의 통신방식의 기술사양을 제시

Ÿ VHF 대역에서 25kHz 채널 할당 방식을 주파수 배치표로 제공하고 25kHz 주파수 간격과 일부 

양방향 채널을 기초로 하여 채널번호를 규정함

Ÿ 최대 307.2k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고 70nm까지 통신을 지원

Ÿ 현재까지 해상 VHF 디지털 통신규격(ITU-R M.1842-1)을 만족하는 제품은 없음

Ÿ (국외) 체코 RACOM사 MR400의 스펙이 관련 표준과 유사, 노르웨이 Telenor에서 해상 VHF 

통신 방법을 ITU에 제안하였으나, ITU 전파규약을 만족하지 않아 거부됨

Ÿ (국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ITU-R M.1842-1 기반의 디지털 VHF 무선

통신시스템을 개발함

❙그림 1-4-80❙ 디지털 VHF 데이터 시스템 특성(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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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통신 : LTE-M (LTE-Maritime)

Ÿ LTE를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 기술

Ÿ 초단파(VHF) 대역에서 저속의 데이터 통신만 가능했던 기존 해상통신과는 달리 광대역 멀티미

디어 서비스 지원

Ÿ 700㎒ 통합공공망주파수를 사용하여 최대 100km거리의 해상까지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 가능

Ÿ 해상에서는, 선박에 해로, 수로 교통상황과 항만 정보,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Ÿ 육상에서는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데이터 센터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

Ÿ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 구조 대응과 골든아워 확보를 위한 해상 재난통신망 기능 담당

Ÿ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해양안전정보시스템(GICOMS),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 등과 

연계되어 있음

Ÿ 원거리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용 라우터를 사용

Ÿ 선박용 라우터는 LTE-M 기지국 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하기 위한 장치로 원거리 통신을 위해 

가능한 높은 위치에 설치

Ÿ 전파가 100 km의 통신 거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득이 큰 안테나를 사용해야 하며, 수신

안테나의 높이가 0 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기지국 송신 안테나는 592m 높이에 위치해야 함

❙그림 1-4-81❙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시스템 LTE-M (출처: IEEE Access Journal)

❙그림 1-4-82❙ 선박용 라우터와 데이터 흐름도(출처: e-Navigation 시대의 항해통신시스템 동향,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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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사전 조사

2-1-1 시험평가선 요구사항 분석

□ 기존 해양로봇 시험평가 항목 분석

○ 국내 해양로봇에 대한 시험평가 항목과 이를 위한 선박의 요구사양을 분석하여 시험평가 선

박의 사양을 도출함

○ 조사 대상 해양로봇은 다음과 같음

Ÿ 해미래

Ÿ 미내로

Ÿ 크랩스터 CR200

Ÿ 이심이

Ÿ Offshore CPT

Ÿ DrillBot

Ÿ UX100

Ÿ 항만 점검용 로봇

Ÿ URI-L

Ÿ URI-T

Ÿ URI-R

Ÿ KIO-가온

구분 최대수심 성능평가 항목 시험평가 선박의 요구사양

해미래 6,000m

진수/인양 운용 절차 A프레임, 크레인, 케이블/윈치 등

수중 위치추적 성능 USBL, DGPS, CTD, SVP, LBL

수중 운동 및 위치 제어 성능 DP, USBL, LBL, TR

해저 탐사 성능 DP, 라인서베이, 멀티빔

해저 작업 성능 DP, 히브보상기

미내로 6,000m

집광로봇 핸들링 시험 DP 1.5 이상

원격 실시간 운용 시험 40톤 이상의 A 프레임

망간단괴 집광성능 시험 30톤 이상의 Traction winch

심해 항법 성능시험 Umbilical cable(외경 58mm)

경로추종 시험 1 MW 발전기

크랩스터
CR200

200m

진수/인양 및 선박 IF 크레인, 윈치/케이블

조류극복기능 DP, 4점 계류

악시계 탐사 기능 -

수중 위치 추적 및 제어 성능 USBL

해저 탐사 및 작업 성능 DP

크랩스터 6,000m 진수/인양 운용 절차 A프레임, 케이블/윈치, 도킹헤더 등

❙표 2-1-1❙ 국내 해양로봇의 시험평가항목 및 선박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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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6000

수중 위치추적 성능 USBL, DGPS, CTD, SVP, LBL

수중 운동 및 위치 제어 성능 DP, USBL, LBL, TR

해저 탐사 성능 DP, 라인서베이, 멀티빔

해저 작업 성능 DP, 히브보상기

이심이 100m

진수/인양 크레인 또는 슬라이딩장치

자항성능(속도, 경로 제어) USBL, LBL

해저 서베이 기능 USBL, LBL

유도제어기능 수중통신, USBL

Offshore CPT 50m

해저 작업성능 DP 또는 계류앵커

수중 위치 추적 GPS, USBL 등

진수/인양 운용 절차 크레인, A프레임, 윈치 등

DrillBot 100m

해저 작업성능 DP 또는 계류앵커

수중 위치 추적 GPS, USBL 등

진수/인양 운용 절차 크레인, A프레임, 윈치 등

UX100 50m

수중 위치추적 성능 USBL, DGPS, CTD, SVP, LBL

해저 탐사 성능 DP, 라인서베이, 멀티빔

해저 작업성능 DP 또는 계류앵커

진수/인양 운용 절차 크레인, A프레임, 윈치 등

작업전후 모니터링 성능 소나, 멀티빔 등

항만점검용 로봇 30m

진수/인양 운용 절차 크레인, A프레임, 윈치 등

해저 탐사 성능 DP, 소나, 멀티빔

해저 작업성능 DP 또는 계류앵커

수중영상 수중카메라

원격센싱 콘크리트 강도평가 센서 등

URI-L 2,500m

진수/인양 운용 절차 A프레임, 크레인, 케이블/윈치 등

수중 위치추적 성능 USBL, DGPS, CTD, SVP, LBL

수중 운동 및 위치 제어 성능 DP, USBL, LBL, TR

해저 탐사 성능 DP, 라인서베이, 멀티빔

해저 작업 성능 DP, 히브보상기

URI-T 2,500m

진수/인양 운용 절차 크레인, A프레임, 윈치 등

해저 탐사 성능 DP, 소나, 멀티빔

해저 작업성능 DP

작업전후 모니터링 성능 소나, 멀티빔 등

수중 위치 추적 GPS, USBL 등

URI-R 500m

진수/인양 운용 절차 크레인, A프레임, 윈치 등

해저 탐사 성능 DP, 소나, 멀티빔

해저 작업성능 DP

작업전후 모니터링 성능 소나, 멀티빔 등

수중 위치 추적 GPS, USBL 등

KIO-가온 300m

진수/인양 운용 절차 크레인, A프레임, 윈치 등

해저 탐사 성능 DP, 소나, 멀티빔

해저 작업성능 DP 또는 계류앵커

수중영상 수중카메라

원격센싱 수온, 농도, 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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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평가 선박의 요구 사항

○ 수요조사와 기존 시험평가에서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작업조건 Sea-State 4 (최대 파고 1.25m)

선박규격

GT 3,000톤급 / DP2 이상

Ÿ 전장: 80M(±10), 선폭 15M(±5) x 후방데크 40M 이상
Ÿ 홀수: 5~7M
Ÿ 선속(최대/순항): 13노트/10노트
Ÿ 추진방식: 전기추진 or 디젤추진
Ÿ 추진마력: 5,000HP(3,729kW) 발전기 2대
Ÿ 항속거리: 4,000N.Mile(순항기준)
Ÿ 승선인원: 45(승무원20±3, 연구원25±3)명 이상

주요 구축장비
진/회수 LARS (50톤 이상)

데크 보강 및 foundation 설치 포함

보조 크레인 S.W.L 30ton 

소요전력 1,000kW 이상

소요공급전원 440vac / 3phase / 60Hz

인터페이스 구축 KS 규격 / PDU규격을 만족할 것

데크 레일 50ton장비의 수리 및 이동을 위한 레일 설치

선상통신지원 대책 유선 / 무선 통합이원화된 통신라인 강구

센서

USBL(선박 장착형)
Wave radar

ADCP
Ultrasonic anemometer
Sound velocity profiler

GNSS 
AHRS
PPS

Inclinometer
Inclinometer + Encoder
Encoder + Dynamometer

선박 항법시스템 및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전자해도(ECDIS), DGPS, Speed log, echo sounder, gyro compass, radar(X-band, S-band) 등

기타 장비

Working boat
Working boat Davit or 크레인

Offshore 크레인(10톤)
발전기(400KW 3상)
전기시스템 개조

시험평가선용 조명시스템
시험평가선용 통신시스템

시험평가선용 CCTV

❙표 2-1-2❙ 시험평가 선박의 요구사항

○ 50Ton 이상 장비 컨트롤 가능 A프레임

Ÿ Deck mounted type으로 수중 로봇을 진/회수 할 수 있는 Safety working load를 고려하고 트

랜스버서 기능, Swaying reduction system, 유사시 비상 작동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수중로봇

을 메달을 수 있는 Hanging fittings과 접근을 위한 수단 등 필요한 System 과 장비 및 그와 

수반되는 의장품을 갖추어야 함

Ÿ A 프레임 설치 중요 사항

- A 프레임는 URI-R의 out-board시 선미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여유를 확보하여야 함

- A 프레임 위치에서 작업 가능 공간에는 장비가 이동 가능하거나 제거가 되어야 함

- 데크 크레인과 충돌 가능성도 검토하여야 함

- A 프레임 선정시 적용되는 하중은 Cable이 포함 된 하중이며 SWL 60Ton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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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A 프레임의 요구조건

○ 진수/인양 장치

A-프레임
(A 프레임) 

Ÿ 장비 및 ROV 진수 및 인양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윈치
(Winch)

Ÿ 각종 실험장비를 해저에 내리고 올리는데 사용하는 장비

J-프레임
(J-Frame) 

Ÿ 작업정, 실험장비, 보급품등을 적재 또는 하역에 사용하는 장비

❙표 2-1-3❙ 진수/인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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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센서

Environme
nt

Wave height Wave radar WaveRadar REX/ Rosemount,Sweden

Current Direction/Velocity ADCP Ocean Surveyor/RD Instruments USA

Wind Direction/Velocity
Ultrasonic 

Anemometer
GILL/UK

Sound 
velocity

Sound velocity profiling
Sound velocity 

profiler
AML

Mother 
ship

Position X,Y,Z GNSS SPS361/Trimble, USA

Attitude
Degree of Freedom 

Heading
AHRS PHINS/ IXblue, France

Time sync Reference PPS PPS Distributer/ RTS, Norway

LARS

A 프레임 Angle Inclinometer T7 Networked Inclinometer US Digital

크레인 Angle
X,Y,Z

Inclinometers x 3 T7 Networked Inclinometer US Digital

Decoder Anaheim automation USA

Winch
Output 

length/Tension/Speed
Encoder/ 

Dynamometer
LCI-90i Rugged Controls USA

❙표 2-1-4❙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요구 사항

크레인
(크레인)

Ÿ 작업정, 실험장비, 보급품등을 적재 또는 하역에 사용하는 장비

(DP : 
Dynamic 

Positioning)
Ÿ 연구조사 작업시 현재위치에 연구 선을 고정하기 위한 장비

수중 위치 
측정기 
(USBL : 

Underwater 
positioning)

Ÿ 수중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ROV 위치 추적 또는 탐사 장비의 수중 위
치 측정과 DPS 위치 유지 기능에 활용

위성항법장치
(DGPS :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Ÿ 세계 어느 곳이든 항해중인 선박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높은 정확
도의 위치정보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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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ategory Sensor Figure

Wave height Wave radar

Current
Direction/
Velocity

ADCP

Wind
Direction/
Velocity

Ultrasonic 
Anemometer

Sound 
velocity

Sound 
velocity 
profiling

Sound 
velocity 
profiler

Position X,Y,Z GNSS

Attitude
Degree of Freedom

Heading
AHRS

Time sync Reference PPS

A 프레임 Angle Inclinometer

크레인

Angle
X,Y,Z

Inclinometers

Encoder

Winch
Output length/

Tension/
Speed

Encoder
Dynamometer

❙표 2-1-5❙ 센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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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선박개조 코드 분석 및 선급 인증 절차 및 체계 분석

(1) 선박개조 코드 분석 개요 및 범위

○ 최근 많은 실증 시험이 계획되고 있어 해양작업지원선박의 수요는 많으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 연구의 제약이 많은 실정임

○ 당해 연도 연구는 대상 선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선박의 요구 제원을 분석하여 

선박 개조 시 고려해야할 선급 규정 및 인증, 시험 항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선박의 구매 시 규정 및 인증에 부적합하거나 시험 항목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개조를 해야 하는 선박은 본 연구를 통해 배제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한국 선급의 규정에 따르며,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총 13편, 해양 구조물규

칙/적용지침 총 6편, 기타 기술규칙/적용지침들이 있음

○ 본 연구에서 검토된 선급 규정은 다음과 같음

Ÿ 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Ÿ 제 3편 선체구조

Ÿ 제 6편 전기설비 및 제어시스템

Ÿ 제 9편 추가설비

Ÿ 제 10편 소형강선의 선체구조 및 의장

Ÿ 해양구조물 규칙 제 6편 해양작업지원선 지침

❙그림 2-1-2❙ 한국 선급 규정 및 적용 가능 규정 검토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증/검사/제출서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Ÿ 개조검사 및 임시검사 규정

-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비정기적 검사는 개조검사와 임시검사 존재

- 본 연구는 구매 선박에 실증시험에 적합한 설비를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조

검사와 임시검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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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조 후 등록검사 규정

- 구매 선박이 한국 국적의 선박이 아닐 경우, 한국 선급에 등록하는 절차 필요

- 국제 선급 등록 시 연계 등록 가능 여부 등 검토 필요

Ÿ 하역설비 규정

- A 프레임/LARS 등은 하역설비에 해당함

- 본 연구의 개조 대상이 하역설비이기 때문에 하역설비 규정 검토 수행

Ÿ 해양작업지원선 규정

- 구매 대상 선박의 선박 분류는 해양작업지원선으로 다양한 해양작업지원선의 선급부호 및 그

에 따른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선박개조 검사 코드 분석

○ 개조검사 관련 규칙은 KR 2018 선급 및 강선규칙 제 2장 선급검사, 제 11절 개조검사 규칙

을 따름

○ 규칙에 의하면 개조검사는 선체, 기관 또는 설비를 개조할 경우 선급의 개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제 11절 개조검사 규칙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Ÿ 선급의 등록을 받은 선박이 선체, 기관 또는 설비를 개조하고자 할 때는 우리 선급의 개조검

사를 받아야 함

Ÿ 개조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공사 착수 전에 제조중등록검사에 준하여 도면 또는 기타 서류를 

미리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Ÿ 개조검사는 다음의 사항을 검사해야 함

- 개조검사에 있어서는 개조부분에 대하여 제조중등록검사에 준한 검사 필요

- 개조 시 선체주요부분이 전면교체 또는 추가되는 경우(아래의 각주 참조) 이러한 새로운 구조

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주기를 갖기로 선박소유자와 우리 선급이 합의하였다면 선급증서에 지

정되어있는 원래의 선박 건조일에 추가하여 개조된 각 선체주요부분과 그 건조일(즉, 개조검

사가 완료된 년도, 월 및 일)을 명시하고, 개조된 각 선체주요부분에 대한 검사요건은 이 건

조일에 기초하여야 함

- 선급의 판단에따라 이러한 검사지정일을 선박의 검사지정일과 일치시킬 수 있음

- “개조 시 선체주요부분이 전면교체 또는 추가되는 경우”라 함은 하나 이상의 구획 전체가 

전면교체 또는 추가된 경우를 말하며, 그 구획에 대하여 적용함

- 예시) 선체주요부분에는 선수나 선미부분 전체, 주화물창부분 전체(화물선의 화물창/화물탱크 

전체가 포함될 수 있다)를 수정할 경우 개조검사 필요

○ 개조검사와 관련 규정을 분석했을 때 본 과제의 설비 개조 범주가 개조검사에 해당할 만큼 

전면교체에 해당하지 않기에 개조검사 대상이 아니라 판단됨

(3) 임시검사 코드 분석

○ 도면승인 시의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적재를 할 경우에는 복원성, 종강도, 전단력 및 국부강

도를 계산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선급등록을 받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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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90m 이상과 90m 이하로 분리하여 복원성, 종강도, 전단력 및 국부강도를 계산해야 함

○ 본 연구의 선박 개조는 적재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임시검사 코드를 따라야 할 수 있

어 추가 검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Ÿ 도면승인 시의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적재의 기준은 선급 규정에 정의되지 않았으며 구매 선

박이 정해진 이후 한국 선급과 논의 필요

Ÿ 본 과제에서는 90m 이하의 선박을 구매한다면 제 9편 소형선박에 대한 계산 규정을 따름

○ 적재조건 변화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복원성시험이 필수적임

Ÿ 길이 24 m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복원성시험이 필수적임

Ÿ 그 결과에 근거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항해구역에 적합한 완성 복원성자료를 작성하여 한국 선

급의 승인을 받은 후 선장에게 제공

Ÿ 한국 선급이 인정할 수 있는 복원성시험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복원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Ÿ 복원성 시험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음

- 비손상 시의 복원성기준 및 복원성자료 작성기준은 지침 307.의 규정에 따름

- 규칙 405.에서 “우리 선급이 인정할 수 있는 복원성시험에 대한 자료”라 함은 국제선급연

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 또는 해당 

기국(해당 기국이 검사권을 위임한 단체 포함)이 승인한 복원성시험에 대한 자료를 지칭함

- 복원성 자료가 없는 선박을 구매한 경우, 지침 307 규정을 만족하는 자료를 제공해야하고, 

IACS의 인정을 받은 자료가 있는 선박을 구매한 경우, 인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Ÿ 리프트 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위한 비손상 복원성 요건

Ÿ 복원성 정보는 다음과 같음

- 화물 등을 리프트하기 위한 장비가 설치된 선박:

- 들어 올리는 하중으로 인한 다음 값 이상의 최대 횡경사 모멘트를 가진 선박:

- 0.67ΔGM(F/B) (m-tons)

여기서:

Δ = 들어 올리는 하중을 포함한 선박의 배수량 (tons)

GM = 들어 올리는 하중을 포함한 메타센터 높이 (m)

F = 갑판 중앙부 모서리에서의 건현 (m)

B = 폭 (m)

Ÿ 복원성 관련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음

- “들어 올리는 하중”은 크레인에 의하여 들어 올려지는 물체의 무게를 의미

- “하중 반경”은 하단 그림에 표현된 거리를 의미

- “크레인 횡경사 모멘트”는 크레인의 고도와 무게의 최대 범위를 고려한 들어 올려지는 무

게와 선박의 중심선부터 들어 올려지는 하중과 붐의 중력중심까지의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지

는 최대 횡경사 모멘트임. 횡경사 모멘트의 결과값은 선박의 배수량으로 나눔으로서 0도에서 

횡경사 팔로 전환되어야 하며 횡경사 팔은 모든 횡경사 각에 대하여 상수로 가정되어야 함

- “평형상태 횡경사각”은 들어 올려지는 하중, 교차 평형과 폭 바람 효과의 조합을 고려한 

횡경사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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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크레인 횡경사 모멘트 개념 

Ÿ 교차-평형 및 비교차-평형 선박의 복원성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리프트 장비가 설치된 각각의 선박은 다음 조건을 따르는 이 요건을 설계 계산에 의하여 준

수해야 함

- 트림 및 복원성 자료에 제시된 리프트 작동 지침서에 의한 각각의 하중 조건및 리프트 이전

의 조건, 또는 리프트 이전의 조건을 포함한 조건의 범위 중 하나

- 크레인 횡경사 모멘트를 검토해야 함

- 갑판 화물을 포함한 선박의 정사된 면적에서 폭 바람 효과는 풍속 25.7 m/s(50 knots)에서 평

가되어야 함

- 더 낮은 풍속이 사용될 경우, 리프트 작업 동안 작동 한계로서 풍속은 트림 및 복원성 자료

에 기재되어야 함

- 바람 횡경사 모멘트 P×A×H (N-m)

여기서

P = 아래와 같이 계산된 풍압,   (N/m2)

A = 직립한 조건에서의 모든 노출된 표면의 정사된 측면 면적 (m2)

H = 수직 거리 (m), A의 중심부터 수면아래 측면 면적의 중심 또는 대략적으로 

흘수의 1/2 위치 까지의 거리

f = 0.611

Vk  = 바람 속도 (m/s)

Cs = 1.0, 형상 계수

Ch = 높이 계수

Ÿ 복원정 곡선은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함

- 평형 횡경사 각도부터 다음 중 가장 작은 각도까지의 복원정 곡선의 면적은 최소 0.080 

meter-radians임

·두 번째 교점

·해수유입각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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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천갑판 및 해수유입점의 제일 낮은 부분은 평형 횡경사각에서 잠기지 않아야 함

- 크레인 횡경사 모멘트와 빔 바람 효과를 기초로 한 횡경사각은 크레인 제조자가 정한 최대 

횡경사각이하여야 함

- 복원정 곡선은 리프트 작업으로 인한 중력 수직 중심의 증가를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함

Ÿ 임시검사에는 굽힘강도 검토가 존재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됨

Ÿ 선박 중앙부에 있어 선체 횡단면의 단면계수는 하단 표의 Z1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함

- 다만, L이 65 m 미만인 선박으로서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Ÿ 선박의 중앙부에 있어서 선체 횡단면의 단면계수는 하단 표의 Zmin의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

야 함

- L의 중앙에 있어서 선체 횡단면의 단면 2차모멘트는 하단 표의 Imin의 식에 의한 값 이상이

어야 함

Ÿ 모든 종통부재의 치수는 선박의 중앙부에 있어서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하지만, 선박의 종류, 

선체형상 및 적하상태를 고려하여 L의 중앙에서 선박의 중앙부 양단으로 점차 감소시킬 수 있

음

❙표 2-1-6❙ 선체 횡단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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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강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Ÿ 강력갑판상의 개구는 선체 단면계수를 산정할 때 갑판의 면적으로부터 감하여야 함

- 다만, 작은 개구 (길이 2.5 m이하, 너비 1.2 m 이하)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일 단면적에 있는 

작은 개구들의 너비의 합이 0.06(B-Σb) 이하로 되면 이들 개구는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음

- 여기서 Σ.는 해당 단면에 있는 길이가 2.5 m를 넘는 개구 또는 너비가 1.2 m를 넘는 개구의 

너비의 합(m)임

Ÿ 강력갑판의 동일 단면에 있는 작은 개구들의 합이 강력갑판 및 선저에 대한 단면계수를 3%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작은 개구들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Ÿ 선박의 길이 방향에 그은 작은 개구의 중심을 통하는 선상에 정점을 가지고 정각(頂角) 30°

로서 해당 개구에 접하는 선과 해당 개구로서 둘러싸인 부분도 개구로 간주

Ÿ 강력갑판에 대한 횡단면계수는 선체 횡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를 위에서 표시한 

값 중 큰 것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 중립축으로부터 강력갑판보의 선측에 있어서 상면까지의 수직거리

- 다음 식에 의한 값

 
 

Y : 중립축으로부터 갑력갑판상의 산입부재 상면까지의 수직거리(m)

X : 선체 중심선으로부터 강력갑판상의 산입부재 상면까지의 수평거리(m)

- 다만, Y 및 X 는 식에 의한 값이 최대로 되는 점에서 측정한 것으로 함

Ÿ 선저에 대한 횡단면계수는 선체 횡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를 중립축으로부터 용

골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로 나눈 것으로 함

(4) 제조 후 등록검사 코드 분석

□ 선박의 등록검사 분류

 ○ 선박의 등록검사는 선박 제조 전 수행하는 제조 중 등록검사와 제조된 선박을 한국선급에 

등록하는 제조 후 등록검사로 분류됨

 ○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중고선의 등록검사는 제조 후 등록검사 기준에 따름

□ 제조 후 등록검사 요건

 ○ 한국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이 한국 선급에서 정하는 사전검사 대상선박인 경우에

는 등록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검사 여부를 결정

함

 ○ 한국 선급은 재료시험, 비파괴시험, 수압시험 및 해상시운전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사, 

시험 및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제조 후 등록검사 시에는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선체관계 자료(각 3부)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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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전개도

·횡격벽 구조도

·타 및 타두께 구조도

·선미재 구조도

·창구덮개 구조도(해당선박에 한함)

·용적도

·적하지침서(해당선박에 한함)

·적하지침기기 시험성적서

·선체선도

·목재, 적재 장치도

·복원성 자료

·손상복원성 자료(해당선박에 한함)

   - 기관관계 자료(각 3부)

·기관실 전체 장치도

·축계장치도

·전로계통도

·동력전달장치, 중간축, 추력축 및 프로펠러축의 도면

·프로펠러 도면

·제관장치도

·주기관, 추진용 기어 및 클러치 장치

·조타장치 배관 및 배치도와 조타장치 제조자 사양 및 형식에 대한 자료

·증기터빈선인 경우 주보일러, 과열기 및 이코노마이저 및 증기관장치도

·선령 2년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주축계 비틀림 진동계산서

·무인자동화 설비선박에 대한 추가자료(설비 및 경보목록, 화재경보장치, 자동안전장

치, 작동시험방안서)

□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된 경우가 이에 해당

 ○ 제조 후 등록검사 제출서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류 간소화

 ○ 제출도면 및 자료

   - 선체관계 자료(각 1부)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외관전개도

·횡격벽 구조도

·타 및 타두께 구조도

·선미재 구조도

·창구덮개 구조도(해당선박에 한함)

·용적도

·적하지침서(해당선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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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선도

·목재, 적재 장치도

·복원성 자료

·손상복원성 자료(해당선박에 한함)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2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

박의 경우 구조요소에 대한 건조두께, 신환두께 및 자발저긴 추가두께를 나타내는 

도면

   - 기관관계(각 3부)

·기관실 전체 장치도

·축계장치도

·전로계통도

·동력전달장치, 중간축, 추력축 및 프로펠러축의 도면

·프로펠러 도면

·제관장치도

·주기관, 추진용 기어 및 클러치 장치

·조타장치 배관 및 배치도와 조타장치 제조자 사양 및 형식에 대한 자료

·증기터빈선인 경우 주보일러, 과열기 및 이코노마이저 및 증기관장치도

·선령 2년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주축계 비틀림 진동계산서

·무인자동화 설비선박에 대한 추가자료(설비 및 경보목록, 화재경보장치, 자동안전장

치, 작동시험방안서)

   - 기국정부 또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도면(해당선박에 한함)

   - 타선급선의 선급이전(TOC) 업무협정에 따라 타선급의 Survey Status 및 자료를 입수하는

데 선박소유자가 동의한다는 공문형식의 선박소유자 동의서 필요

   - 기타자료(각 1부)

·검사보고서(건명서 및 최초기록부 포함) 사본

·본선이 보유하는 선급, 검사, 협약 등에 관한 증서의 사본

·필요한 경우 본선의 경력, 현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자료

·신체검사요약서(해당선박에 한함)

□ 선체 등록검사

 ○ 선급 등록검사는 선령에 따라 다음의 등록검사 필요

   - 선령이 5년 미만인 선박: 연차검사와 동등한 정도 계산

   - 선령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선박: 연차검사 및 대표적인 평형수탱크에 대해 검사

   - 선령 10년 ~ 20년 미만의 선박: 연차검사 및 대표적인 평형수탱크와 화물구역에 대한 검

사

   - 선령 20년 이상인 모든 선박은 정기검사 항목을 검사함

(5) 하역설비 검사 관련 규정

□ 하역설비 규정

 ○ A-프레임 또는 전단 레그 타입 크레인이 설치되는 경우, 선급 및 강선규칙 9편 2장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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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따라서 인증받아야 함

 ○ 하역설비 관련 검사 종류

   - 등록검사

·제조 중 등록검사

·제조 후 등록검사

   - 등록 유지를 위한 정기적 검사

·연차검사

·하중시험

 ○ 검사 시기

   - 등록검사는 안전사용하중 등을 처음으로 지정할 때 시행

   - 연차검사는 선급 정기적 검사 기준일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시행

   - 하중시험은 등록검사시기 및 등록검사나 전회 하중시험 완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기간으로 시행

   - 임시검사는 하역장치가 정기적 검사를 받을 시기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행

·구조부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때 및 수리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하역절차, 리깅배치, 작동 및 제어방법에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안전사용하중의 지정 및 표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하역설비의 등록검사

 ○ 도면 및 기타자료의 제출

   - 등록검사시기에 우리 선급에 제출된 도면 및 자료에 기초하여 하역설비의 강도 및 구조

가 이 규칙에 적합함 확인 필요

   - 새로이 제작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나열된 관련 도면 및 자료를 승인용으로 제

출해야 함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 일반배치도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의 구조도(구조부의 치수, 재료사양 및 이음의 상세 포함)

·하역부속장구도(치수, 재료사양 및 구조부나 선체와 이들 부속장구의 고정방법 포함)

·하역장구배치도(리깅배치도 포함)

·하역장구목록(구조, 치수, 재료 및 장소를 나타낼 것.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코드 또

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 치수나 재료 대신에 형식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구동장치구조도

·동력계통도

·작동 및 제어장치도

·안전장치도

·보호장치도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

 ○ 새로 제작되는 하역설비의 참고용 제출 서류

   -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의 사양서

   - 규정된 승인용도면 및 자료에 관련된 계산서 또는 점검표

   -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 작동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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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파괴시험방안서

   - 하중시험방안서

   - 석면이 포함된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위치 및 기타 상세정보를 포함한 자료

   -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

 ○ 다만, 우리 선급이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도면 및 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관련된 과거의 

검사기록이나 증서를 제출받고 생략할 수 있음

□ 하역설비 제작에 대한 시험

 ○ 하역설비의 제작에 대한 검사 경우

   - 구조부의 제작 및 조립 중 우리 선급이 요구하는 경우

   - 구조부가 본선에 탑재되는 경우

   - 구동장치에 대하여는 주요부의 마무리작업이 완료되는 경우 및 제작 중 검사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 하는 경우

   - 하청된 재료, 부품 또는 장치를 하역설비에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하역설비의 실험 및 검사

   - 재료가 2편 1장의 요건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2편 1장에 규정된 시험

   - 용접공사가 2편 2장의 요건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2편 2장에 규정된 시험

   - 검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비파괴시험

   - 구동장치의 육상시운전

   - 하역설비의 작동시험

   - 안전장치 및 보호장치의 작동시험(안전사용하중과 동일한 시험용 중량물을 사용한 제동시

험 및 전원차단시험을 포함)

   -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 하역설비의 연차 검사

 ○ 연차검사 시 크레인장치에 대하여 육안검사 시행 필요

 ○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검사 사항 존재

 ○ 검사항목

   - 구조부

   - 고정식크레인의 경우, 구조부와 선체구조와의 연결부

   - 주행크레인의 경우, 레일, 완충기 및 이들과 선체구조와의 연결부

   - 구동장치

   - 안전장치 및 보호장치

   - 안전사용하중 등의 표시 및 관련증서의 유효성

   - 작동지침서의 선내보관

   -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검사항목

   - 구조부 판두께의 확인, 비파괴 시험 및 베어링의 개방검사

   - 크레인의 포스트내부, 다리 및 보강재

   - 구동장치의 개방검사

   - 안전장치 및 보호장치의 작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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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설비의 성능 검사

 ○ 순간 이탈 장치 시험 설명

   - 순간 이탈 장치의 유효성은 검사원의 입회하에 제조자의 공장에서 실시된 시험 동안에 

증명되어야 함

   - 양묘나 예인의 로프 또는 와이어에 대한 순간 이탈 장치는 선교의 통제실 또는 선교와 

직접적으로 통신이 되는 통상 사람이 위치하는 곳에서 조작이 가능해야 함

   - 순간 이탈 장치는 예상되는 트림 및 경사의 모든 조합에서 라인을 이탈 시킬 수 있는 능

력이 있어야 함

   - 순간 이탈 장치는 전기 출력 장치의 랙-아웃에서 작동 가능해야 하며, 의도되지 않은 조

작에서 보호되어야 함 

   - 비상 이탈 방법, 시간 지연 및 이탈 속도 를 서술한 절차는 명시되어야 하며, 통제 스탠

드에 게시되어야 함 

 ○ 순간 이탈 장치의 시험 요건은 507.의 1항을 따르며 크게 순간 이탈 장치 시험, 드럼 과부

하 크러치 시험, 정적 예항력 시험으로 구성됨

   - 순간 이탈 장치의 유효성은 검사원의 입회하에 제조자의 공장에서 실시된 시험 동안에 

증명되어야 함

   - 드럼 과부하 크러치의 유효성은 검사원의 입회하에 제조자의 공장에서 실시된 윈치 허용 

시험 동안에 증명되어야 한다.

   - 정적 예항력 시험 절차는 시험 이전에 입회 검사원에 의한 검토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함

   - 중복된 설계의 선박에 대한 예항력 시험 실시에 대한 요건은 사안별로 고려

   - 정적 예항력은 선박의 최대 연속 rpm 및 또는 최대 예인 깊이에서 측정

   - 정적 예항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지 않은 평형상태에서 기록되어야 함

   - 시험 지역의 용골 아래 물 깊이는 최소 중앙부에서 선박 흘수의 두 배

 ○ 드럼 과부하 크러치 시험

   - 드럼 과부하 크러치의 유효성은 검사원의 입회하에 제조자의 공장에서 실시된 윈치 허용 

시험 동안에 증명되어야 함

   - 육안검사 및 구조확인

·재료 및 제작에 실제로 유해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

·움직이는 각 부분이 원활히 움직이는 지를 확인

   - 무부하시험

·윈치는 무부하에서 최대속도로 30분간(정회전 및 역회전 각 15분) 운전

·성능 및 각 구조 부분이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

   - 부하시험

·윈치는 정격하중을 30분간 연속하여 올리고 내려야 함

·들어 올리고 내리는 각 작동의 사이에 20초 동안은 중단 가능

·들어 올리고 내리는 유효거리는 10 m 이상 권장

·이 작동을 하는 동안, 베어링의 온도상승, 들어 올리는 속도, 내리는 속도 및 투입전

력이 계측, 이들이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

   - 제동시험

·윈치로 정격하중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안, 조종핸들을 중립위치로 돌려 하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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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이 1.5 m 이하임을 확인

·제동장치의 수동투하시험도 시행하여야 하고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

   - 속도제어시험

   - 비상보증시험

·정격하중을 내리는 동안 전원공급을 차단하여 윈치에 설치된 비상보증장치의 효력을 

확인

   - 과부하시험

·윈치는 정격하중의 125% 무게의 하중을 몇 차례에 걸쳐 올리고 내려야 함

·윈치는 하중을 내리는 동안 적어도 세 차례 정지시키고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

   - 과압방지 장치의 조정

   - 개방검사

·선급은 이상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시험

 ○ 정적 예항력 시험

   - 정적 예항력 시험 절차는 시험 이전에 입회 검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출 필요

   - 중복된 설계의 선박에 대한 예항력 시험 실시에 대한 요건은 사안별로 특별하게 고려되

어야 함

   - 정적 예항력은 선박의 최대 연속 rpm 및 또는 최대 예인 깊이에서 측정되어야 함

   - 정적 예항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지 않은 평형상태에서 기록되어야 하는 예항력 시험

임

   - 시험 지역의 용골 아래 물 깊이는 최소 중앙부에서 선박 흘수의 두 배이어야 함

(6) 해양작업지원선 규정

□ 해양작업지원선 정의

 ○ 해양 에너지 또는 대체 에너지 자원의 탐사,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제공

하는 자항 선박

 ○ 이 작업에는 지원물자 및 의장품의 운송, 해양구조물의 예인 및 양묘, 소방, 중량물 리프

트, 오염방제, 풍력터빈 설치 등과 같은 작업이 포함될 수 있음

□ 해양작업지원선 선급 부호

 ○ 해양작업지원선의 특화된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기사항을 부여

특기사항 특화된 용도

Supply 용도가 보급(supply)인 선박

AH 용도가 양묘(anchor handling)인 선박

Tow 용도가 예인(towing)인 선박

HL 용도가 중량물리프트(heavy lift)인 선박

WTIMR 용도가 풍력터빈설치, 유지 및 보수(wind turbin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인 선박

FFS1, FFS2, FFS3
용도가 소방(fire fighting)인 선박. 해양작업지원선 지침 표 8.1의 최소요건에 따라 FFS1, FFS2 

또는 FFS3를 부여

FF
해양작업지원선 지침 8장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지는 않거나 8장의 용도로 건조되지 않지만 

8장에 따르는 소방 능력을 일부분 갖춘 선박

Oil Spill
Recovery

용도가 오염방제(oil spill recovery)인 선박

❙표 2-1-7❙ 해양작업지원선의 용도별 선급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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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작업지원선 선급 부호에 따른 추가 규정

 ○ 해양작업지원선 지침 3장 202에 따라 선급 부호 부여

 ○ 해양작업지원선의 용도가 anchor handling, supply 및 towing이고 30kN/m2의 중량갑판화물

을 주갑판에 운송하기 위하여 보강을 한 경우 선급부호는 Offshore Support Vessel – 
Supply, AH, Tow, HDC(30 kN/m2, main deck)로 부여할 수 있음

 ○ 비중 2.5의 중량액체화물을 3번 및 5번 화물탱크에 운송하기 위하여 보강을 한 경우 선급부

호는 Offshore Support Vessel – Supply, HLC(2.5SG, Tank Nos. 3 and 5)로 부여할 수 있음

 ○ 양묘, 예인선(AH, Tow)

   - 용도가 양묘(anchor handling) 또는 예인(towing)인 선박을 지칭

   - 승인용 자료

·양묘 및 예인 윈치 주변의 지지구조에 대한 구조 상세도

·선미 롤러, 예인 핀, 샤크 조(jaw) 및 그 지지구조의 구조 상세도

·적하물 선반, 화물 레일, 충돌 레일 및 지지구조에 대한 상세

·분리장치(설치되었을 경우)를 포함한 여분 체인 로커 구조 상세도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A-프레임 및 갑판 크레인의 구조상세도

·A-프레임 및 갑판 크레인의 지지구조의 구조 상세도

   - 예인설비 지지구조 기준

·원칙적으로, 예인설비는 갑판구조의 일부인 종부재, 보 또는 거더에 위치하여야 함

·예인설비가 1항에서 규정한 곳에 위치할 수 없는 경우, 보강재로 보강하여야 함

·예인설비의 지지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함

·의장품에 대한 설계하중은 모든 적용하중을 고려하여야 함

·예인설비의 지지구조에 대한 설계하중은 예인삭의 절단강도 이상이어야 함

 ○ 중량물 리프트선(HL)

   - 160톤 이상의 리프트 장비를 가지고 기름 굴착 및 생산 작업, 해양구조물 건조 및/또는 

해난구조 작업에서 중량물을 리프트하는 선박

   - 승인용 자료(크레인 도면자료)

·일반배치도, 조립도면 및 작동 절차 및 설계 서비스 온도의 설명서

·사하중, 활하중 및 동적하중. 바람, 눈 및 얼음의 효과를 포함한 환경적 하중

·비-수직 리프트에 의한 스윙 하중. 선박 또는 구조물의 횡경사 및/또는 트림으로 인

한 하중

·최대 반력 및 전도모멘트

·크레인 페데스털, 지지대 및 타 크레인지지 구조를 포함한 주요 구조물 부분의 상세

·용접 상세 및 절차

·크레인 용량 등급 차트

·와이어 로프 시방서

·재료 시방서

·상하동요 보상 배치의 상세(적용 가능한 경우)

·적용 가능한 경우, 스윙 써클 조립의 상세, 억제 볼트, 크기, 재료, 등급의 배치 및 

프리텐션닝 (pretensioning) 사용을 위한 방법과 프리텐션닝

·중량물 리프트 작업 중의 위치 유지를 위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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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량화물선(HDC, HLC)

   - 25 kN/m2을 초과하는 중량 갑판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보강을 하도록 설계된 선박에 대

하여 추가로 특기사항 HDC(P, Locations)를 부여

   - 비중 1.025를 초과하는 고비중 액체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보강을 하도록 설계된 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추가로 특기사항 HLC(r, Tanks)를 부여

   - 제출자료(중량 갑판화물)

·화물갑판 부근 구조의 구조상세 및 배치

·갑판설계화물 (kN/m2) 및 위치

·갑판화물의 고박배치

   - 제출자료(고비중 액체화물)

·적재 화물을 포함한 탱크배치 및 디프탱크 위치

·각 탱크를 100% 만재시 화물의 최대 비중

·각 탱크의 공기관 및 넘침관 높이

(7) 결론

□ 본 과제의 대상 선박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가능성이 있는 여러 규정을 분석함

□ 대상 선박의 한국 선급 등록 여부

 ○ 한국 선급의 선박이라면 A 프레임/LARS 등의 해당 장비 탑재 후 임시검사 수행

   - 단, A 프레임 등 해당 장비의 무게가 160톤 이상일 경우 선급 부호 추가 절차 필요

   - 탑재 장비 및 실험 대상을 포함한 데크의 단위면적당 하중이 25kN/m2 이상일 경우 선급 

부호 추가 절차 필요

 ○ 한국 선급의 등록 선박이 아니라면 제조 후 등록검사에 해당함

   - 단,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등록된 선급의 선박이라면 제조 후 등록검사 중 일부분(실측

검사 및 정기검사 해당부분)이 제외된 간소 절차 진행

   - 이외의 선박은 제조 후 등록검사 기준에 따름

   - 또한, 한국 선급의 등록 시점에서 선박의 선령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따라 검사항목이 추

가됨

·선령이 5년 미만인 선박은 연차검사와 동등한 절차

·선령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선박은 연차검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평형수탱크 검사 

진행 필요

·선령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연차검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평형수탱크 검사, 

화물구역 검사 진행 필요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은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시행 필요

□ 개조될 장비의 검사 및 등록 절차

 ○ 개조 대상의 규정 분석

   - 본 과제에서 대상 선박에 탑재하려고 하는 A 프레임/LARS, HCS 등은 하역설비 규정을 

따르는 것을 확인 

   - 추가적으로 설비의 중량 및 단위면적당 하중에 따라 추가 규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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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목적에 따른 규정 분석

   - OSV는 총 9개의 선급 부호 규칙이 있음

   - 본 과제에서 대상 선박의 가능 부호는 예인, 양묘, 중량물리프트, 중량화물운송 규정임

   - 예인 및 양묘 용 OSV 규정은 하역설비인 A 프레임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으로 

검사 및 등록 절차, 제출 서류가 설명되어 있음

   - 중량물리프트 용 OSV 규정은 예인 또는 양묘 선급부호를 가진 OSV의 하역설비(A 프레임 

포함)가 160톤의 중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선급부호를 가져야 하며 자체적인 검사 및 등

록 절차 존재

   - 중량화물운송 용 OSV 규정은 예인 또는 양묘 선급부호를 가진 OSV의 선박 데크 내 선적

된 총 중량이 데크 총 면적에 비례하여 25kN/m2 이상일 경우 해당 선급부호를 가져야 

하며 자체적인 검사 및 등록 절차 존재

   - 이외의 OSV 규정은 사용 용도에 따라 풍력터빈용, 화물 보급 용도, 소방 및 오염방제 등

에 대한 선급 부호로 실증 시험을 위한 본 과제랑 맞지 않음 확인

□ 이외 가능한 추가 규정 검토

 ○ 임시검사의 규정을 살펴보면 “도면승인 시의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적재를 할 경우에는 

종강도, 전단력 및 국부강도를 계산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규

정되어 있음

 ○ 정확한 현저하게 다른 적재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상 선박의 구조, 배치

에 따라 변화함

 ○ 이는 선박 구매 후 한국 선급에 문의하여 풀어나가야 함

 ○ 또한, 선장에게 본선의 성능 및 상태를 이해시키고 적하에 따른 선체강도 관계를 종합적으

로 파악시키기 위해 적하에 따른 지침 형태의 “복원성 계산 및 적하지침기기”를 구비해

야 함

□ 결언

 ○ 당해 연도 연구는 대상 선박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가능성이 있는 검사 및 규정을 찾아 조

사하고 한국 선급과 협의해야 할 부분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만일 선박 구매가 지체될 경우 원할한 연구 진행을 위해, 50톤 이상의 장비 하역이 과제 

목표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A 프레임의 일반적인 설비 무게를 확인하고 추가 선급 부

호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선박의 크기, 형태를 역으로 제안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선박 구매 시 해당 검사 및 등록을 위한 도면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는지가 소요시간 단축

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구매 필요

 ○ 본 연구에서 선박 구매 시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가 구비되어 있는 선박을 구매

할 예정으로 DPS 개조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DPS 개조 시 기름 탱크의 위치 

변경이 필요하므로 검토해야 할 관련 추가 규정이 다수 존재함

 ○ DPS 개조 후 Lab test 및 On-shore test를 모두 진행해야 하므로 DPS 구비는 필수적이라

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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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평가선 구축

2-2-1 장비도입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2차)

○ (불인정) 바지선이 적합, 전기식 추진체계는 부적합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상시) : 2019년 2차

 - 해양장비를 상갑판위에 설치하고 공간의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방식 보다는 DP 및 바지형 
타입의 선박이 적정하며, 추진방식 및 속력이 구입선박을 결정하는 핵심인자로 보기 어려움 

 - 특히 전기방식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필수적임으로 동 사업에서는 포항 영일만에 구축예정이나 타 지역
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장비운영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며, 전기추진선박과 디젤선박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하고 이에 따른 운
영방식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입 불인정함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4차)

○ (불인정) 중고선 구매와 개조를 일괄심의 받도록 함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상시) : 2019년 4차

 - (가격적정성)중고선 구입비가 매우 유동적이며 중고선 구입 후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중고선의 상태, 
성능에 등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중고선 구입비와 개조비용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제시한 중고선박과 매칭되는 개조항목 등을 추가하여 통합 심의 내지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심의
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11차)

○ (불인정)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 인정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상시) : 2019년 11차(심의 06/27, 최종발표 07/12)

[시험평가선 구매 및 개조비용 관련]

-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및 비슷한 사양의 선박의 제시 선가를 별도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USD 
7,000,000 ~ 9,500,000 으로 제시된 구매 금액은 타당함   다만, OSV 중고선은 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
이 크므로 국제 경재 입찰을 통하여 구매할 것을 권장함 - 또한 각 선박의 개조 장비 가격은 실적선 대
형 연구선과 비교하면 약간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조선 시황을 감안하면 제작자들의 제시 
가격이 낮은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중고선의 개조 비용, 시험 비용, Shipping Agency 비용, 세금 등은 
상세 항목으로 나누어 적정하게 추정한 것으로 판단됨   개조 설계 및 공사비용이 크지는 않으나 개조
선의 경우 조선소 별로 단가 차이가 많으므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권장함 - 중고선 구입 비용 및 
개념 설계를 통하여 개조에 따른 각종 장비의 사양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각종 장비의 가격 및 설계/
제작/검사/시운전 및 선박 등록 비용 등이 제시되었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활용에 대한 수요 및 자
립화 방안 관련] - 수요조사의 기간이 짧고 응답자의 수가 적지만, 해양 장비 관련 계통의 기관이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조사의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됨   시험 평가 선박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활용 
수요 조사를 통하여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수요가 확인되였으며, 이에 따른 활용 계획 및 기업연구소
(민간 ) 이전시의 자립화 방안을 통하여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연구소 기업 운용으로 책임
운영 구현, 운용 전문가 및 전문기업 육성, 요구 기능 및 신기술 접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시험 평가선의 운영 비용은 항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유지보수비, 일반경비)별로 추정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선의 운영 비용과 비교하여 타당함 - 공공기관, 산업계의 수요 조사를 통한 수입 추
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편익 5.5%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의견을 종
합하여 구입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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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중고선박 구매

(1) 입찰

○ 국내 견적, 국외 견적심의(나라장터) 수행(8월~9월)

○ 1차(2019.  9. 12) : 2019. 12월 유찰됨(일괄입찰)

○ 2차(2019. 12. 24) : 중고선박 구매만 단독으로 입찰 진행함(MOF, KIMST 협의사항)

  ▸POSH Kittiwake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장 검선 수행

* 별첨2. 구매 전 검선보고서(Posh Kittiwake) 참조

○ 선박구매 계약 : 2020. 3. 24

❙그림 2-2-1❙ Posh Kittiwake

(2) 국내 입항 및 인수·인계 절차

□ 국내 입항

Ÿ 2020년 5월 20일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Onne Port에서 출항

Ÿ 2020년 7월 03일 싱가포르 Pax Ocean Dock에서 3일간 경유 후 출항

Ÿ 2020년 7월 18일 부산항 감만 3부두 입항

- 모든 선원 코로나(COVID-19) 검사 실시 및 선체 방역 수행

-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 승선 후 모든 선원의 코로나 검사

- 인수·인계 승선자 안전을 위한 선박 방역(fumigation) 시행

- 모든 선원의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 후 인수·인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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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Posh Kittiwake 사양

❙그림 2-2-3❙ Posh Kittiwake 운항 정보

 

❙그림 2-2-4❙ Posh Kittiwake 부산항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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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검선 및 인수·인계

○ 선박 입항 및 인수·인계 절차

Ÿ 대리점 입항수속(입항 5일전)

-  - 입항 5일전 외항선 선박을 입항하기 위해 선박증서, 선원명부, BWS신고, 선박보안전정보

등을 신고하여 입항 준비

Ÿ 모든 선원 코로나 특별 감역 신청 및 선석 확보

- 코로나로 인하여 입항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특별 검역 신청을 하고 입항 항에서 접안이 가능

한 선석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공사와 미리 협의 하여 선석을 확보

Ÿ 접안

- 기 협의된 선석에 접안

Ÿ 3rd Party Inspection

- 선박 전문 검선업체에 3자 검증 검선 

- 검선은 선체 내·외부 갑판 및 기관부, 각종 기기 품들 작동상태등 선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접안지에서 검선

- 묘박지 이동시 승선하여 선박의 기기 작동 테스트시 참관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 검사 항목은 선박증서, 선체 내·외부 및 데크의 철판 상태, 내부부재, Air vent & Fans, 상부 

구조, 데크하우스, Windlass, Mooring winch, Fire fighting & life saving appliance, 주기, 보기, 

fire pump, steering gear, 크레인, 각종 브릿지 장비, Fresh water tank, fuel tank등 각종 항

목들에 대해 검사 진행

- 검선 세부 내용

․ 선박의 상세

․ 증서 및 선급검사

․ HULL INSPECTION (선체 검사)

․ Side Shell Plating (양현 외판)

․ Deck Plating (상갑판)

․ Ballast Tank Internal
․ Watertight Door (수밀문)

․ Air Vent (환풍구)

․ Superstructure (거주구역)

․ 닻 그리고 계류 장치

․ Fair Leader
․ 인명구조 장비 및 소화 설비

․ 기기 검사

․ Main Engine

․ Aux. Engine & Generator

․ Bow Thruster
․ Steering Gear
․ Discharging Rate
․ 그 외 보조기기

․ 항해 및 통신장비

․ DYNAMIC POSITI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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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Ÿ 갑판 / 기관부 인수·인계

- 인수·인계 선원 혹은 각종 갑판/기관부 인계자 인원들이 승선하면, 모든 기기 및 장치들에 

대하여 인수·인계

Ÿ 인수·인계 Sea Trial 준비

- 인수팀 인력이 승선 하면, 성능 검증 실험과 대상 선박 및 탑재 장비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

Ÿ 인수인계 및 접안지에서의 기기 작동 테스트 후 DP system Inspection을 위해 묘박지로 이동

(사전에 항만청/VTS등 유관기관에 DP Test 허가 & Maker DP engineer arrange ) & Trial 및 

DP General Inspection 수행

- DP General Inspection시 DP maker인 Kongsbert Service Engineer동승하여 DP 테스트 및 본

선 DPO와 협조한 교육을 진행하여 선박의 DP System을 점검

Ÿ 모든 인수·인계 아이템에 대해 인계 담당자 확인 / 서명

- 모든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인수·인계

- 관련 장비에 대한 인수 선원 및 담당자들의 확인/서명을 받고 인수·인계 완료

Ÿ 인수·인계 완료 

Ÿ DP system Inspection

- 모든 기기 및 장치 및 장비들을 인수·인계 후 묘박지로 이동하며 Main Engine, Thruster등 

해상에서의 Machinery Test를 실시하며, DP Test를 위해 항만청 VTS등 유관기관에 허가를 

미리 득한 후 진행

- 선박의 3자 검증 검선 검사관과 인수·인계 담당자가 입회하에 진행

- DP General Inspection시 DP maker인 Kongsbert Service Engineer동승하여 DP 테스트 및 본

선 DPO와 협조한 교육을 진행하여 선박의 DP System을 점검

Ÿ 장비 및 장치 교육 및 훈련

Ÿ 선박 유류 잔량 확인을 위한 3자 ROB survey 시행

Ÿ 선박 최종 잔량에 대한 유류/윤활유 비용 정산, 최종 잔금에 대한 Invoice 및 최종 공증

Ÿ 최종 잔금 송부, 송금 확인 후 Protocol of Delivery 및 최종 선박 인도 확인서 서명 및 제출 

/Original Sales Document

Ÿ 최종 인도 후 재선 선원의 하선

(3) 임시선박국적증서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Ÿ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국내 선적항에서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Ÿ 기존에는‘가선박국적증서’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선박법 개정 ('09.12.29)으로 ‘임시선박국

적증서’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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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인수·인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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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임시선박국적증서

(4) 선박 소유권등기

Ÿ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을 소유권보존등기

Ÿ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소유권보존등기

○ 선박총톤수측정증명

-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 후 해양항만청에 등록하고 선박원부 및 선박국적증명서를 받아 항해하

기 위해서는 선박총톤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선박소유권보존등기 후 선박등기사항증명서를 제

공하여 선박 등록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

○ 선박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 조선자의 건조증명서(건조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승계취득의 경우 양도인의 소유임을 증명하

는 서면(조선자의 증명서)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면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공유자중 1인을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서를 제출하고, 공유자가 아닌 사람

이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선임결의서를 제공

- 등기신청은 전자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청

-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000분의 20.2의 취득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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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등록

Ÿ 선박등록은 선박법과 어선법에 따라 등록

Ÿ 선박법이 적용을 받는 선박의 경우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선박등록을 신청

❙그림 2-2-7❙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그림 2-2-8❙ 선박국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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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험평가선 개조

(1) 개조 항목

○ 장영실호 개조 용역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사용할 기본 설계에 반영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과업명 비고

선박 평형수 처리장비 (BWTS) Ÿ 용량 : 150㎥/h 

A-프레임 Ÿ SWL 60톤

중간 데크 (Mezzanine deck) Ÿ 데크 접지강도 5.5T/㎡

윈치기초 설치 Ÿ 45톤급 윈치

입거정비 Ÿ 상가수리, 일반정비

신규 발전기 설치 Ÿ 910kW, 440v, 60Hz

크레인 설치 Ÿ SWL 5톤

모니터링 Lab. 구축 Ÿ

선박,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양환경 모니터링 
센서

Wave Radar Ÿ 측정거리 : 3~65m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Ÿ 선저 장착형
Ÿ 최대수심 : 1,000m

Sound Velocity Profiler Ÿ 운용범위 : 0~6,000m

선박 모니터링 센서

GNSS
Ÿ 수평정확도 : 0.8m이하
Ÿ 수직정확도 : 1.5m이하

GNSS Time sync. Ÿ

AHRS
(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

Ÿ Heading 정확도 : 0.05°이하
Ÿ Roll/Pitch 정확도 : 0.01°이하

수중위치 모니터링 
센서

USBL
(Ultra Short Base Line)

Ÿ 최대 운영깊이 : 3,000m

터거윈치(Tugger Winch)선미측으로 이설
Ÿ Fr.68~Fr.71에서 
Ÿ Fr.12~Fr.15로 이설

❙표 2-2-1❙ 시험평가선 주요 개조항목

❙그림 2-2-9❙ 개조 기본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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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장영실호 개조 기본 설계 도면 (위 : 측면도, 중간 : 주갑판도, 아래 : 중간갑판)

구분 개조전 개조후

측면도

주갑판도

❙표 2-2-2❙ 개조 전후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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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조 설계

□ A 프레임

○ 선미(FR.-2)에 SWL 60톤급의 A 프레임을 설치 함

Ÿ 최대 거리 : 선미 외측 방향으로 각도 60°상태에서 11.35m (와이어 중심으로부터 거리)

Ÿ 작업 높이 : abt. 16.80m(시브 중심에서 상부 데크까지)

Ÿ 내부 폭 : abt. 11.50m      

Ÿ 회전각도 : 선외측 방향 56° 이상, 선내측 22.4° 이상 

Ÿ Offshore 크레인 규칙이 적용되었으며, Sea State 4조건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설계함.

Ÿ 선급(KR)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 TEST 실시 완료함

❙그림 2-2-11❙ A 프레임 외형도 및 사양

❙그림 2-2-12❙ A 프레임 설치위치도 (F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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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프레임 하부 보강

Ÿ 설치되는 A 프레임의 자중 abt. 90 Ton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선미 상갑판상, 하부에 A 프레임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반력에 대한 국부적인 유한요소 해석을 시행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추가 

보강설계 및 보강작업 함.

❙그림 2-2-13❙ A 프레임 선체보강도면 (강재배치도-ELEVATION)

❙그림 2-2-14❙ A 프레임 선체보강도면 (강재배치도-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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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 크레인 (Knuckle type)

Ÿ 데크 크레인 SWL 10TON x 15m 1 SET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너클붐 크레

인 SWL 5TON x 15m 1 SET를 설치

Ÿ 너클붐 크레인 설치는 유한요소해석(FEM)에 의한 너클붐 크레인이 설치되는 상갑판 및 갑판 

하부에 충분한 보강재로 보강하였음. 

Ÿ 선급(KR)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 TEST 실시 완료함

❙그림 2-2-15❙ 너클붐 크레인 외형도 및 사양

❙그림 2-2-16❙ 데크 크레인 설치위치 (우현 FR.21) 



- 89 -

□ 선박평형수처리장치 (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Ÿ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 Convention)"에 부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를 설치

Ÿ 선박의 형식에 맞는 용량을 산정하고, 국내 형식 승인된 장비를 선정하여 설계를 수행하였으

며, 발주처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작업을 수행함

Ÿ 장비의 용량 선정은 본선에 설치되어 있는 G.S / Fire Pump 80 ㎥/hr x 1대와               

Ballast / Bilge Pump 80 ㎥/hr x 1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BWTS 용량은 150 ㎥/hr 

x 1대를 설치함

Ÿ 기관실 바닥 및 TWEEN DECK 상 FR.59~FR.65에 우현에 설치하는 것으로 2곳의 위치로 배치

Ÿ 개념설계의 초기 복원성 검토는 기관실 바닥에 배치한 상태로 검토하였음

Ÿ BWTS 장비는 한국선급(KR) 검사품이고, 설치 전 한국선급(KR)에 도면승인 득한 후 설치하도

록 진행함

❙그림 2-2-17❙ BWTS 외형도

 
❙그림 2-2-18❙ 기관실 G.S / Fire Pump, 

Ballast/Bilge Pump 위치

❙그림 2-2-19❙ BWTS 설치위치



- 90 -

□ 중간갑판 (Mezzanine deck) 설치

Ÿ 아래 그림과 같이 시험평가선의 Forecastle deck 끝단에서 FR.53번까지 연장하여 설치

Ÿ 아래 그림과 같이 중간 갑판상 Winch 및 Winch Drum 설치하고, 갑판 하부는 좌현에 발전기

실, 우현에 작업실을 신설함에 따라 중간갑판은 약 40 Ton의 선체 중량이 증가됨

Ÿ 중간 갑판상 설치되는 장비들의 운용시 발생하는 진동 및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국부적인 유

한요소 해석을 시행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추가 보강설계 및 선체 부재 추가 보강작업을 실시

하였음

Ÿ 도면과 같이 중간갑판 설치로 인해 기존의 상갑판상에서 기관실로 의장품 공급을 위한 해치의 

사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치 상부에 HOIST용 Padeye를 설치함

❙그림 2-2-20❙ 중간갑판 설치위치 (FR.53~FR.74)

❙그림 2-2-21❙ 중간갑판 구조도 (강재배치도- DECK PLAN)



- 91 -

□ 발전기실 설치

Ÿ 상갑판상에 좌현 FR.53~65 에 발전기실을 신설 함

Ÿ 신설되는 발전기실 설치에 따른 Foundation 및 갑판 보강공사에 필요한 구조 설계 및 제작, 

설치작업을 수행

Ÿ 상갑판에 설치되는 발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동 및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국부적인 유한

요소 해석을 시행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선체 부재 추가 보강작업을 실시하였음

□ 발전기 설치

Ÿ 신설된 발전기실에 A 프레임, 너클붐 크레인 등 Deck machinery 운용을 위하여 설치 함

Ÿ 발주처와 협의하여 아래 사양의 CATERPILLAR MARINE 발전기 1 SET 설치함

- AC, 3ф, 440V, 60Hz, 910kW, 1137KVA x 1 Set

Ÿ Tier 2 NOx Code 적용 받은 디젤엔진으로 선급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치함

Ÿ 신설된 발전기 설치에 따른 Foundation 및 갑판 보강공사에 필요한 구조 설계 및 선체 부재 

추가 보강작업을 실시 완료 함 

Ÿ 탑재 발전기는 선급검사원 입회하에 Load test 검사 실시 완료 함

□ 발전기 배전반 제작

Ÿ ROV 진회수장비 운용 및 관련 설비 (A 프레임 및 너클붐 크레인 작동) 들의 전원공급용 발전

기 1대를 탑재함에 따라 아래 사양의 배전반 1 SET 설치함. 

- AC 450V, 3ф, 60Hz, x 1 Set

Ÿ 선급 검사 및 작동 테스트 실시 완료 함

□ 모니터링 Lab. 설치

Ÿ 상갑판상에 우현 FR.53 ~ FR.65 에 모니터링 실험실을 신설함

Ÿ 모니터링 Lab 내부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무가구 및 LED 조명, 냉.난방기 설치함

❙그림 2-2-22❙ 모니터링랩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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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실 개조

Ÿ Forecastle deck 상의 기존 선원실을 Conference room으로 개조함에 따라 설계 및 설치작업을 

완료함

Ÿ 내부에는 대형 TV 및 사무가구 및 LED 조명을 설치함

❙그림 2-2-23❙ 회의실 평면도

□ 시험평가용 각종 센서 구매 및 설치

○ 최종 설치된 모니터링센서는 다음과 같음

Ÿ GNSS

❙그림 2-2-24❙ G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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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그림 2-2-25❙ ADCP
Ÿ AHRS(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

❙그림 2-2-26❙ A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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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GNSS Time Sync. system(PPS; Pulse-per-second)

❙그림 2-2-27❙ GNSS Time Sync. System
Ÿ USBL(Ultra Short Base Line)

❙그림 2-2-28❙ US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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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Wave radar

❙그림 2-2-29❙ Wave radar

Ÿ Sound velocity profiler

❙그림 2-2-30❙ Sound velocity prof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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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조 설계 : 복원력

* 상세한 계산 결과는 별첨보고서13-시험평가선 개조용역 최종보고서, pp 417~611 참조

○ 선박의 복원성 계산은 기본 설계에서 검토된 계산 결과와 선박 도입 후 최종 설계를 반영하

여 수행한 최종 복원성 검토 과정이 수행되었음

❙그림 2-2-31❙ 복원성 검토(기본 설계)

 

❙그림 2-2-32❙ 복원성 검토(최종 설계)

○ 복원성 검토은 9가지 하중조건을 사용하였으며, 기본 정보와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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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 Stability Calculation Result - Full Loaded Condition(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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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조 설계 : RAO

Ÿ 장영실호 Lines와 Offset을 활용하여 해석용 모델을 생성

Ÿ 소프트웨어는 Bently사 Maxsurf V21를 사용하여 운동해석 및 RAO 평가를 실시함.

Ÿ Heave 운동의 경우 Wave Period가 커질수록 ‘1’의 값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여 계산의 타

당성 확보

Ÿ Pitch 운동 해석 결과, 일부 케이스에서 발산하거나 불안정한 값을 보이나, 계산 해석 소프트

웨어의 한계로 무시 가능(Head Sea Approximation 기법)

Ÿ Roll 운동의 경우 로딩조건과 무관하게 약 ‘6~7’사이 값을 보여주고 있어 안정성을 확인

Ÿ Strip Theory의 특성상 일부 Heave 및 Pitch 운동의 경우 비정상적인 Peak 경향이 있으나, 이

는 해석 이론의 한계로 나타나는 문제이며, 다수의 문헌자료에서 밝혀진 바 있음.

Ÿ 본 RAO 해석 결과는 Pitch 운동에 비해 Roll 운동이 큰 단동선의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음.

  - 선속이 있을 경우 RAO의 크기가 줄고, Peak Period가 Shift되는 경향을 확인함

❙그림 2-2-34❙ Profile view motion sickness measuring points

❙그림 2-2-35❙ Lightship condition, 0knot Hea 
sea(180。), RAO result

❙그림 2-2-36❙ Pull loaded condition, 0knot Hea 
sea(180。), RAO result

Ÿ 멀미도 해석의 경우 노출 기준(30분, 2시간, 8시간)에 따른 멀미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붉

은색으로 표시함

  - 선속이 커질수록, 파랑조건에 대한 멀미 발생 가능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선속에 따

른 Roll 운동 감소 특성으로 판단됨



- 101 -

(5) 개조설계 : 내항성능 영향성 검토 해석

□ 개요

Ÿ 장영실호의 내항성능 영향성 검토를 위하여 내부에서 개발되어 다수 프로젝트의 내항성능 수

치해석으로 사용, 검증된 ADFLOW(Advanced analysis system for FLOating body in Waves 

using higher-order element)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 내항성능 평가항목 및 기준

○ 장영실호(이하‘본선’)의 내항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본선의 작업 가능영역을 확인하고 하

며, 선박의 운동 특성은 하중 및 적재 조건(Loading Condition)에 따라 변하나 모든 선원 및 

화물량에 따른 운동해석을 수행할 수는 없음

○ 일반적인 접근에 따라, 운항조건 중 가장 깊은 흘수(Full Loaded Departure) 및 가장 얕은 흘

수(Ballast arrival) 조건을 선택해 수치해석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운항 조건(Operation 

conditions)들은 이 두 조건의 운동특성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가정함

○ 수치해석을 통해 평가하는 내항성능 평가항목과 위치 정보는 다음 표와 같으며, 본선에는 

특별한 선박의 운동 값으로 작업 기준이 제시된 것은 없음

○ 내항성능 평가의 기준은 본선에 있는 주요 작업 장비의 운용 한계와 선원의 작업 가능 한계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일반 선박의 작업수행 내항성능 가능

조건을 가정함

항목

위치 정보
X : From A.P. (선수 +) 
Y : From C.L. (좌현 +)

Z : From K.L. (상방 +) 기준

6DOF (무게중심)* m or deg. Ballast / Full loaded
(33.519, 0, 6.485m) Ballast

(31.382, 0, 5.762m) Full loaded

A 프레임 Base* g Ballast / Full loaded (-1.2, 0, 9.515m)

❙표 2-2-3❙ Assessment item for seakeeping performance

  * : SSA (Significant Single Amplitude) 값 기준

구분 기준 위치 작업수행

환경조건 해상 상태 - Sea state 3~5

평가 항목

횡동요 (deg.)* - 10

종동요 (deg.)* - 5

수직가속도 (g)* A 프레임 Base 0.2

수평가속도 (g)* A 프레임 Base 0.2

❙표 2-2-4❙ Criteria of sea-keeping performance

  * : SSA (Significant Single Amplitude) 값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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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성능 수치해석 문제의 정식화

지배방정식 및 경계조건

○ 파랑에 의한 유체유동과 물체주위 유동은 전통적으로 이상유체(Ideal flow) 가정에 의해 정식

화됨. 즉, 유체는 비압축성 비점성이며, 유동은 비회전성이라고 가정

○ 따라서 좌표 ≡  와 시간변수 t에 관한 스칼라 함수인 속도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고, 

속도 포텐셜은 정의에 따라 포텐셜 함수의 속도구배(velocity gradient)가 속도벡터, 

≡ 를 나타낸다( ∇). 그러므로 질량보존원칙(연속방정식)은 Laplace 방정식이 됨

○ 유체영역의 경계는 자유표면, 물체표면, 무한원방으로 구성되며, 자유표면에 대한 운동학적

(kinematic) 그리고 동력학적(dynamic)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음

○ 위에서  는 자유표면의 연직위치를 나타내며, 수평좌표와 시간의 함수로    이며,

연산자, ∇는 속도구배 연산자의 수평성분임. 상수 g는 중력가속도를 표시하며,  는 유체

의 밀도, 는 대기압, 또는 자유표면에 적용한 압력. 이상유체 유동의 경우, 물체경계면에서 

유체입자의 법선속도(normal velocity)는 물체의 법선성분과 같은 것으로 모델링함

∇

여기서,   은 경계면에서 유체영역 밖으로 향하는 법선벡터. 는 물체의 속도이

며, 미리 정해진 값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동방정식에 의하여 결정. 바닥경계면이나 고

정된 물체의 경우 상기 식의 우변항이 영(zero)

선형화 (Linearization)

○ 위에서 기술한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은 자유표면과 물체면의 운동과 순간 위치, 포텐셜 함

수의 상호 의존관계 때문에 손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유표면과 물체의 

위치를 평균수면으로 근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함(Mei, 1989). 다만, 선형화가 유효한 경우는 

입사파장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물체 ( ; L-물체의 특성 길이, -입사파의 파장)와 물

체의 크기에 비하여 입사파고가 매우 작은 경우 (≪; A-입사파의 파진폭)에 해당

○ 선형화된 물체의 운동방정식은 아래와 같음

여기에서, 은 질량 행렬, 는 부력에 의한 복원력 행렬, 는 외부 구속조건에 의한 

동하중을 의미하며, 물체의 변위와 법선벡터는 각각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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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회전중심을 의미하며, 질량중심과 같을 필요는 없다. 사실상 위 두식은 

물체경계면 조건인 다음 식을 만족함

여기에서 (1)은 1차문제의 해 (first-order solution). 

○ 외력항은 다음과 같음

여기에서,      는 외력의 0차, 1차항과 외력모멘트의 1차항을 의미한다. 

○ 질량행렬과 복원력 행렬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음

여기에서   는 질량중심을 의미하며, 관성(질량)모멘트는 다음과 같음

문제의 분리 (Decomposition)

○ 상기 문제를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선형계(Linear system)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단위문제로 분리하게 됨

여기에서  와  는 다음의 경계치 문제를 만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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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회절포텐셜 (Diffraction potential), 는 방사포텐셜 (k-th mode radiation 

potential)

입사파 (Incident Waves)

○ 단순 조화운동에 대한 입사파는 다음과 같음

여기에서,        는 입사파의 진폭(Wave amplitude), 파수(wavenumber), 주파수(circular 

frequency), 수심을 나타내며, 파수와 주파수는 분산식 :   tanh을 만족. 여기에서는 

무한 수심이로 가정(즉,  ≡
  

와  를 사용하였음). 

부가질량, 감쇄계수 및 파랑기진력

○ k-방향 (mode)의 일반 동유체력 (k-th component of the generalized hydrodynamic force)은 

다음과 같음

여기에서 
 는 파강제력 벡터이며, 정지된 물체에 k-방향으로 작용하는 파기진력을 나타

내며,  는 복원력 행렬이며, -번째 법선모드에 의한 k-방향에 작용하는 유체하중을 의미. 

○ 방사포텐셜에 의한 하중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됨

여기에서 부가질량과 감쇄계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 

○ 단순 조화운동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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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단순조화운동의 경우 운동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풀 수 있음

- 회절문제와 방사문제를 별도로 푼다. 

- 파랑기진력, 부가질량과 감쇄계수를 구한다. 

- 운동방정식을 구성하여 푼다. 

○ 이렇게 하여 구한 운동은 주로 입사파 진폭으로 무차원화된 형태로 제시하게 되며, RAO 

(Response Amplitude Operator) 라고 함

불규칙 파랑에서의 파랑하중 및 물체의 운동

○ 위에서 설명한 규칙파에 대하여 계산된 RAO 를 이용하여 불규칙파 중에서 파랑하중과 물체

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음. 즉, 입사파의 스펙트럼(Power Spectral Density) 이  라고 

하고, 물리량 F의 RAO 와 불규칙파 중의 스펙트럼을 각각    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

○  이것을 이용하면 불규칙파 중의 물체의 운동 등에 대한 RMS, 유의치(Significant value) 등

을 얻을 수 있고, 유의 진폭치(SSA; Significant Single Amplitude)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음(PNA III, 1989).

위 식은 F 라는 물리량에 대하여 적용한 것임

2차 평균 파랑 하중 (Second-order Mean Wave Force)

여기에서 평균치를 구하면 2차 평균 파랑하중이 되며, 평균 표류력(Mean drift force)이라고 

하며, 여기에서는 평균 파랑하중만을 고려하므로, 위 식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부분

만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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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평균 파랑하중은 2차 포텐셜을 구하지 않고 1차 포텐셜에 대한 계산결과만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점성 효과 (Viscous Effects)

○ 포텐셜 유동해석기법은 점성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모형시험 자유감

쇠시험으로부터 점성 감쇄비를 도출하여 운동방정식에 포함하게 됨. 질량스프링감쇄시스템

(mass-spring-damper system)에 대한 운동방정식의 정식화는 다음과 같음

여기에서 m, c, k, x(t), F(t)는 각각 물체의 질량, 감쇄계수, 스프링 상수, 변위, 외력을 의미

하며, 보통 임계감쇠(critical damping)  는 고유주파수 (; un-damped natural frequency)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이를 이용하여 감쇠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해당 진동계에 대하여   이 되면 감쇠항을 고려한 고유주파수 (; damped natural 

frequency)가  
  과 같은 관계를 가딤

○ 위에서 설명한 감쇠항은 파랑 표류 감쇠항을 제외한 부분에 적용되며, 특히 점성에 의한 감

쇠는 속도의 제곱 ()에 비례하기 때문에, 선형계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Faltinsen 

(199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등가 선형화 과정을 거치게 됨

전진속도 효과 (Forward Speed Effect)

○ 상기한 Formulation 은 정지된 물체에 대하여 적용되며, 전진속도가 있는 경우에는 “조우 

주파수 (Frequency-of-Encounter)”개념을 활용함. 즉, 물체의 전진속도에 의하여 파랑의 상

대적인 주파수가 다음 식과 같은 형태(조우 주파수)로 주어짐(Lewis, 1989). 

 

○ 조우 주파수 개념을 적용한 불규칙 파랑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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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해석 모델 

실선

○ 본선 주요 제원

Ÿ 길  이 : 72.886m (LBP)

Ÿ 폭 : 17.25m 

Ÿ 깊  이 : 8m (deck from keel bottom)

Ÿ 이 외 모형의 자세한 제원, 유체정역학적 특성, 중량분포 특성 등은 다음 표와 같음

제원 단위 Ballast arrival
Full loaded 
departure

비고

전장 (LOA) m 75.0

수선간장(LBP) m 72.886

전폭 m 17.25

Deck 높이 m 8.0

설계속도 kts 13.0

전폭 m 9.700

평형 흘수 m 4.760 6.514 평형흘수 가정 해석

❙표 2-2-5❙ Principal dimensions

제원 단위 Ballast arrival
Full loaded 
departure

비고

Displacement ton 3658.557 5611.966

LCG m 33.519 31.382 from AP

LCB m 33.502 31.362 from AP

VCG m 6.485 5.762 from KL

GMT m 2.519 2.616 from KL

GoM m 2.391 2.438 자유수 효과 반영 GM

❙표 2-2-6❙ Hydrostatic properties 

제원 단위 Ballast arrival Full loaded departure 비고

Kxx m 6.555 6.383
Ball- 0.38B

Full- 0.37B 가정　

Kyy m 18.222 18.222 　0.25Lbp

Kzz m 18.222 18.222 　0.25Lbp

❙표 2-2-7❙ Mass distribution properties

형상 

○ 본선의 형상 자료로는 GA(일반배치도) 및 Lines(선도) 정보

 

❙그림 2-2-37❙ GA drawing and acceleration calculated point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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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8❙ Lines drawing

수치해석 프로그램

○ AdFLOW는 부유체-유체 상호작용 해석에 정밀도가 높은 해석 기법인 고차경계요소법

(Higher 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이하 HOBEM)을 적용하고 있으며, 속도 포텐셜 해

석을 위한 전통적인 수치기법으로서 4절점 요소를 이용하는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BEM)인 CPM(Constant Panel Method)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나 본 프로그램은 보다 

개선된 형태의 9절점 요소를 이용하는 HOBEM 기법을 적용함.

○ HOBEM은 Choi et al. (2001) 등이 제안한 수치기법으로서 경계요소법 중 수렴성과 정확성이 

가장 우수함. 아래 그림은 Choi et al. (2000) 논문에 나타난 본 기법의 우수성을 나타낸 자

료이며, 기존 4절점 요소의 해석 프로그램(CPM) 대비 훨씬 적은 요소로도 이론적 해와 일치

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39❙ Accurate computing from HOBEM (mean drift force of floating hemi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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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FLOW는 라플라스 방정식 형태의 미분방정식과 그린함수(green function)를 이용하여 경

계조건에서의 적분방정식으로 변환하여 유체 동역학적 특성을 계산하게 되며, 특이파수 억

제 알고리듬(D.C. Hong, 1987), Gap 유동 억제 알고리듬(Zalar et al.,2005) 등 다양한 개선 알

고리듬이 적용되어 있음

○ 본 프로그램은 KRISO 내부에서 MLINHYDH (1996,KRISO), GMLINHYDH (2000~2001, KRISO), 

AdFLOW(2012~) 등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오며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코드로서 다

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음

수치해석 격자계 구성

○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계는 선도자료 (Lines data)와 CAD 파일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외

형 표면을 선도자료로부터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선도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는 선미

의 Skeg는 일반배치도(GA; General Arrangement)를 통하여 생성하였음 이 때 본선의 전체 

형상이 최대한 유지 되도록 격자 작업을 진행하였고, 수상상태 및 수중조건에 대한 침수 표

면 격자는 다음 그림과 같음

○ 격자계는 앞서 언급한 AdFLOW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고차경계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선박 침수표면 형상을 9개 절점의 2차 사각요소로 나타내며 이를 다음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음. Skeg 역시 격자계에 포함하여, 동유체력 및 파랑력이 계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함

❙그림 2-2-40❙ Numerical model and grid system for full loaded departure condition

❙그림 2-2-41❙ Numerical model and grid system for ballast arriv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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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해석 조건

○ 본선이 운항하는 최대 흘수 조건(Full load), 최소 흘수조건(Ballast)을 고려하였으며, 일반적인 

운항조건의 운동성능은 두 가지 조건 사이에 있을 것으로 가정함

해석 항목 파도 파향 선속

Ballast,
Full load

규칙파* 35
13,

0~180도 15도 간격
4;

0, 5, 9, 13kts
불규칙파 3; SS3, 3, 4, 5

❙표 2-2-8❙ Analysis Matrix

*RAO를 구하기 위한 규칙파 조건을 의미, 35case 

규칙파 조건

○ 정지상태 RAO를 평가하기 위한 규칙파 해석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Wave Frequency
(rad/s)

Wave Period
(s)

Wave Length
(m)

Lbp / Wave Length

Reg01 0.2094 30.0 1405.2 0.052

Reg02 0.2417 26.0 1055.5 0.069

Reg03 0.2732 23.0 825.9 0.088

Reg04 0.2992 21.0 688.5 0.106

Reg05 0.3142 20.0 624.5 0.117

Reg06 0.3307 19.0 563.6 0.129

Reg07 0.3491 18.0 505.9 0.144

Reg08 0.3696 17.0 451.2 0.162

Reg09 0.3808 16.5 425.1 0.171

Reg10 0.3927 16.0 399.7 0.182

Reg11 0.4054 15.5 375.1 0.194

Reg12 0.4189 15.0 351.3 0.207

Reg13 0.4333 14.5 328.3 0.222

Reg14 0.4488 14.0 306.0 0.238

Reg15 0.4654 13.5 284.6 0.256

Reg16 0.4833 13.0 263.9 0.276

Reg17 0.5027 12.5 244.0 0.299

Reg18 0.5236 12.0 224.8 0.324

Reg19 0.5464 11.5 206.5 0.353

Reg20 0.5712 11.0 188.9 0.386

Reg21 0.5984 10.5 172.1 0.423

Reg22 0.6283 10.0 156.1 0.467

Reg23 0.6614 9.5 140.9 0.517

Reg24 0.6981 9.0 126.5 0.576

Reg25 0.7392 8.5 112.8 0.646

Reg26 0.7854 8.0 99.9 0.729

Reg27 0.8378 7.5 87.8 0.830

Reg28 0.8976 7.0 76.5 0.953

Reg29 0.9666 6.5 66.0 1.105

Reg30 1.0472 6.0 56.2 1.297

Reg31 1.1424 5.5 47.2 1.543

Reg32 1.2566 5.0 39.0 1.867

Reg33 1.3963 4.5 31.6 2.305

Reg34 1.5708 4.0 25.0 2.918

Reg35 1.7952 3.5 19.1 3.811

❙표 2-2-9❙ Regular wav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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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파 파도 조건

○ 본선의 파랑 중 내항성능 검토를 위해 3가지 해상상태(Sea State; SS)를 고려하였으며, 유의

파고(Hs; Significant wave height) 및 주기(Tp; Peak period) 조건을 Table 2-4.2.8에 제시함. 

파도 스펙트럼은 ITTC 2변수 스펙트럼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two-parameter spectrum)을 따름

○ ITTC 2변수 스펙트럼은 Pierson-Moskowitz, Bretschneider, ISSC스펙트럼의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음. 예를 들어, ISSC스펙트럼의 경우 유의파고와 평균주기로 표현되고, 2변수 수정 

Pierson-Moskowitz 스펙트럼의 경우 유의파고와, 파랑 에너지의 평균제로교차주기(Tz)로 표현

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다음 식의 모달 피크 주기(Tp, 또는 주파수 형태

로 wp) 형태로 표현할 경우 동일한 스펙트럼이 됨. JONSWAP (Joint North Sea Wave 

Project) 스펙트럼의 경우, 북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점형상계수 (peakedness 

parameter)가 도입되었으며, 형상계수가 1인 경우 역시 ITTC 2변수 스펙트럼과 동일함

Wave condition Hs [m] Tp [sec.]

Sea State 3 (SS 3) 0.88 7.50

Sea State 4 (SS 4) 1.88 8.80

Sea State 5 (SS 5) 3.25 9.70

❙표 2-2-10❙ Irregular wave conditions for model test

❙그림 2-2-42❙ Wave Spectrum for irregular wave cases

선속 조건

○ 다음 표와 같은 조건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함

Condition V01 V02 V03 V04

Ballast,
Full load

0 kts 5 kts 9 kts 13 kts

❙표 2-2-11❙ Speed conditions of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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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향 조건

○ 파향은 선수파(180deg.) 부터 횡파(90deg.), 선미파(0deg) 까지 15도 간격으로 13개 파향을 고

려함. 파향조건은 다음 표와 같으며,선체에 접근하는 파랑의 각도 정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적용함

Wave 
Angle(deg)

A01 A02 A03 A04 A05 A06 A07 A08 A09 A10 A11 A12 A13

Ballast
Full loaded

180 165 150 135 120 105 90 75 60 45 30 15 0

❙표 2-2-12❙ Wave angles of model test

❙그림 2-2-43❙ Definition of incident wave angle with body translation

□ 수치해석 결과 분석 및 검토

○ 수치해석을 통해 본선의 주요 운동 (Roll, Pitch)의 유의 값, 특정위치에서의 가속도 등을 도

출함. 특히, 선박의 경우 횡동요(Roll) 운동이 만들어내는 조파 에너지는 극히 적고, 선체 표

면과 물이 닿아 마찰로 인한 점성 감쇄 성분이 크며, 이 부분은 포텐셜 기반 운동해석 프로

그램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모형시험 결과를 통해 점성감쇄를 추정함. 현재 

정확한 점성 감쇄비를 알 수 없으나, 임계감쇄의 7% 수준의 횡동요 점성 감쇄를 추가하여 

수치계산에 반영하였음

○ 다음에서 무게중심에서의 운동 RAO를 입사각과 속도별로 도시하였음. 횡동요의 경우 본선

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향별로 조우주파수(encounter frequency)가 달라지게 되며, 횡동

요의 공진주기가 크게 파향별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0kts speed                (b) 13kts speed

❙그림 2-2-44❙ Example of roll RAO results – Full load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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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는 ballast조건에서의 SSA(유의운동치)를 각 운동모드별로 나타내었는데, 횡동요의 

경우 횡파(90deg.) 부근에서 임의로 선정된 기준인 10도를 초과하는 지점이 전 속도 영역에

서 확인됨. 횡가속도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SS.5에 해당하는 황천시 

횡파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횡파 이외의 영역에서는 작업성에 충분한 여유가 있음.

SSA of Roll(deg)   (b) SSA of Ay(g) at A 프레임 base

❙그림 2-2-45❙ Example of results – SS.5, Ballast condition

○ 종동요의 경우 선수파, 고속조건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유의치가 4.5deg

를 초과하지는 않음. A 프레임 위치에서 X-가속도와 Z-가속도는 종동요의 영향을 많이 받

는 것으로 보이며, X-가속도는 전 속도구간과 파도 방향에서 0.1g 이내의 매우 적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Z-가속도는 최대 유의값 0.24g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SSA of Pitch(deg)   (b) SSA of Az(g) at A 프레임 base

❙그림 2-2-46❙ Example of results – SS.5, Ballast condition

○ 다음에서는 Full load 조건에서의 SSA값을 각 운동모드별로 나타내었는데, 모든 해석 결과는 

Ballast 조건 결과와 유사하나, Full load 조건이 미세하게 횡/종동요 값이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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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 of Roll, Ballast(deg)     (b) SSA of Roll, Full load(deg)

❙그림 2-2-47❙ Example of results – SS.5, Roll motion

○ Lightship 조건은 운항조건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해석에서 적용된 Ballast 와 Full loaded 흘

수 조건 외, Trim & Stability(복원성 계산서) 문건에서 제시된 모든 조건들은 GM등에서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Ballast, Full load 조건의 결과 내에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요약 및 결론

○ 여기에서는 최저/최대 운항 흘수 조건을 해석에 선택하였으나, 두 조건의 결과가 매우 유사

하며, 이 흘수 사이 다양한 운항 조건도 본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SS.5(유의파고 3.25m) 기준 횡파주변 최대 유의 횡동요가 11도, A 프레임위치 최대 유의 횡

가속도는 약 0.24g 임

○ 수직 가속도는 선수파, 고속조건에서 최대 0.24g 가량 발생하며 종 가속도는 무시 가능함

○ 작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지 및 저속 조건에서는 횡파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음

○ 고속조건에서 작업하는 경우, 선수파를 피해야 수직 가속도 영향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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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조설계 : A 프레임 운용 하중 평가 및 안정성 검토

□ 개요

Ÿ 시험평가선을 이용한 해양장비들의 시험 및 운용 시에는 고중량물의 장비들을 탑재하여 해수

에 진회수할 수 있는 거대 구조물겸 기자재인 A 프레임을 사용함

Ÿ A 프레임은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해양장비를 체결부에 연결한 후 선상에서 바다로 해양

장비를 이동 및 진회수 작업을 수행함

❙그림 2-2-48❙ A 프레임을 이용한 해양 장비 진회수

Ÿ 이러한 A 프레임은 고중량 및 다양한 불확실성을 갖는 해양환경 하중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데, 해양환경 하중에 의해 고중량에 의한 하중은 동하중으로 변화하게 되어 A 프레임의 정하

중 설계 조건보다 더 큰 하중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대형사

고 혹은 해양장비의 제어 불량을 야기할 수 있고, 선박의 roll, pitch 과다 거동을 야기하여 전

복의 위험성도 존재함. 따라서 선박 개조 시 A 프레임 설치를 위한 동하중 기반의 안정성 검

토가 필요함

❙그림 2-2-49❙ A 프레임 운용 오류에 따른 문제점

□ A 프레임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하중 검토 방법

Ÿ 해양 장비 및 선박은 wave, current, wind 등의 해양환경 요소로 인해 발생되는 외력의 영향

을 크게 받으며, 발생된 외력은 계절, 날씨, 상황 등에 따라 가변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측

이 어려움. 이에 따라 선박에 탑재되는 해양 장비는 설치 시 동적 영향도 평가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발생된 외력을 최대한 모사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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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

Ÿ 여기에서는 동역학 해석 기술을 이용하여 A 프레임의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하중 검토를 통

해 A 프레임의 설치 및 해양 장비 운용을 위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음 

Ÿ 동역학 해석을 이용한 선박 탑재 장비 동적 영향도 검토는 그림과 같이 수행되며, 우선, 주파

수 영역에서의 해양파 정보와 선박 RAO를 이용하여 시간 영역의 선박 거동을 예측하고 예측

된 선박 거동과 탑재 장비, 선박 등의 기자재를 동역학 해석 모델로 개발함

Ÿ 개발된 동역학 모델에 검토하고자하는 운용 시나리오를 모델링 및 입력하고 각 시나리오별 중

요 하중 및 응답을 계측하고 안정성 검토를 수행함

1. 선박 거동 예측
2. 동역학 모델

(탑재 장비, 선박)
3. 운용 시나리오 입력

4. 중요 하중 및 응답

계측

Frequency domain
해양 파고 스펙트럼

선박 RAO

Time domain
거동선박 거동

Barge

Crane

d1

d2

d3

d4

d5

Support

d6 d7

Ground
Tx

Ty
Tz

Roll
Pitch

Yaw

Rev
Fixed

Rev Rev

Trans

Load

d8
Sphe

Trans

MH

DH1

DH2

Fixed

T : Translational joint
R : Revolute joint
F : Fixed joint
S : Spherical joint

❙그림 2-2-50❙ 동역학 해석을 이용한 A 프레임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하중 검토 절차>

□ A 프레임 동역학 모델 개발

Ÿ A 프레임 동역학 모델은 시험평가선에 사용을 위해 선정된 제품을 적용하였으며, 총 중량은 

30ton, 기본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2-2-51❙ 적용 예정인 A 프레임 2D 도면

Ÿ 하지만, 형상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제원이 없어 공개된 2D 도면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3D 모델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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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2❙ 개발된 A 프레임의 3D 모델

Ÿ A 프레임의 운동을 모사하기 위해 회전자유도와 병진자유도를 제한하는 revolute constraints, 

translational constraints를 이용하여 유압실린더 거동, A 프레임 회전 거동을 표현하였음. A 프

레임에 체결된 해양 장비로는 기중 27ton, 수중 9ton 급의 심해저 채광로봇 MineRo를 적용하

였으며, translational constraint를 이용하여 cable pay-in, pay-out을 모사함.

Ÿ 3D 모델을 이용하여 개발된 A 프레임 운용 동역학 해석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음

Ÿ 선박 거동은 주파수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도출해야 하지만, 개조를 위한 선박 및 운용 해

역이 결정되지 않아 주기와 높이가 다른 sine waves를 선박 heave 거동으로 인가하였음.

Ÿ 일반적으로 파랑의 주기는 4 ~ 15sec(8 ~ 15 sec는 너울성 파도)의 범위에 있으며, 파랑의 높

이는 시험 가능한 높이인 0 ~ 2m로 고려하였음

❙그림 2-2-53❙ A 프레임과 해양장비의 동역학 해석 모델

□ A 프레임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설치 안정성 검토

Ÿ 개발된 동역학 해석 모델에 적용된 A 프레임의 운용 시나리오는 아래 그림과 같음. 운용 시나

리오는 크게 3가지로 선상에 안착되어 있는 해양 장비를 A 프레임과 체결 후 올리는 Scenario 

A, A 프레임에 체결된 해양 장비를 진수를 위해 선박 밖으로 내보내는 Scenario B, 선박 밖에 

매달린 해양 장비를 해저로 진수하는 Scenario C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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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5sec)

ROV 상승

10~30 (20sec)

A-Frame 동작

35~45 (10sec)

ROV 진수

Scenario A Scenario B Scenario C

❙그림 2-2-54❙ A 프레임과 해양장비의 운용 시나리오

Ÿ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요 부위(유압실린더와 선박 deck의 고정부

(support), 유압실린더(cylinder), hoisting 고정부(pulley))의 하중을 계측하여 계측된 하중의 검토

를 통해 안정성을 판단하였음

b

c a

❙그림 2-2-55❙ 하중 계측 위치

Ÿ 안정성 검토 결과 scenario A에서는 wave condition(주기, 파고)에 따라 주기가 높을수록 부하

하중은 감소하고 높이가 증가할수록 부하하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scenario B와 C에서

도 주기가 증가할수록 하중은 감소하고 높이가 증가할수록 하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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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6❙ Scenario A에서의 wave condition에 따른 하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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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7❙ Scenario B에서의 wave condition에 따른 하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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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8❙ Scenario C에서의 wave condition에 따른 하중 결과

Ÿ 최대부하하중은 scenario A에서는 cylinder에서 약 500kN, B에서는 support와 cylinder에서 약 

3,500kN, C에서는 support와 cylinder에서 약 2,500kN 정도 작용하였으며, 전체 운용 시나리오 

중 유압실린더가 작동되는 scenario B에서 최대부하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A 프레임 운용 각도에 따른 설치 안정성 검토

Ÿ 유압실린더 작동 중 최대하중이 작용하는 원인은 A 프레임의 무게중심과 해양장비의 무게중

심이 유압실린더 작동으로 인해 이동하게 되어 관성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임.

Ÿ 따라서 관성력에 의해 발생하는 동하중을 최소화하는 A 프레임의 회전 각도의 운용 조건을 

검토해야 함. A 프레임의 기본 운용 각도가 90degree이며, 이를 60degree로 변경하여 각도에 

따른 하중 검토를 수행하였음

Ÿ 운용 각도에 따른 하중검토를 위해 파주기는 15sec, heave motion의 최대 높이는 0.5m로 고정

하였으며, 하중 계측은 앞선 연구의 계측 부위와 동일하게 support, cylinder, pulley 부분으로 

정의함

90 deg operation angle

❙그림 2-2-59❙ 운용 각도 정의

Ÿ A 프레임 운용 각도에 따른 하중 검토 결과 아래 표와 같이 90도 회전 운용에 비해 60도 회

전 운용 시 하중이 절반 이상 감소함을 확인함. 이것은 60도 회전 시 해양 장비 진수가 가능

하면서 더 안전하게 A 프레임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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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레임 angle
[deg]

Applied Loads
[kN]

at Support at Pulley at Cylinder

Scenario A
90 310.39 303.53 314.08

60 310.39 303.53 314.08

Scenario B
90 1842.45 282.62 1796.51

60 786.92 271.99 681.17

Scenario C
90 1727.51 262.07 1681.89

60 760.07 273.14 644.46

❙표 2-2-13❙ A 프레임 운용 각도에 따른 하중 결과

□ 시험평가선의 실해역 거동에 따른 장비 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Ÿ 시험평가선 개조를 위해 선정된 선박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2D 도면을 기반으로 3D 모델로  

개발하였음

(a) (b)

❙그림 2-2-60❙ 선정된 시험평가선 도면: (a) 원본 2D 도면, (b) 개발된 3D 모델

❙그림 2-2-61❙ 개발된 시험평가선 및 A 프레임 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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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프레임 구조안전성 검토 및 운용 하중 테이블 개념 도출

Ÿ 최종 A 프레임은 약 86ton의 중량을 갖는 구조물로 유압실린더 4기를 통해 운용됨

Ÿ 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동적 거동 해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볼트, 발판 등

의 부가 기자재를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는 약 78ton의 중량을 갖는 모델로 구축됨

Ÿ A 프레임 3D 모델의 간소화를 통해 동역학 해석 모델을 구축하더라도 중량 정보는 일치시켜

야하기 때문에 간소화 시 발생한 8ton의 중량을 main frame에 인가함

❙그림 2-2-62❙ 최종 A 프레임 3D 모델

❙그림 2-2-63❙ 동역학 해석을 위해 간소화된 A 프레임 모델

Ÿ A 프레임은 해양장비를 연결하여 해양장비의 진회수에 사용되며, 해양장비의 중량 및 A 프레

임의 운용 각도에 따라 거대 관성력에 의해 안전성이 변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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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따라서 개발된 동역학 해석 모델을 통해 운용 각도 및 진회수 시 해양장비의 중량별 안전 운

용을 위한 operator safety loads table을 구축하여 운용에 활용하여야 함.

Ÿ Operator safety loads table은 그림과 같이 중량물 및 최소안전계수, 운용각도의 상관관계를 

통해 정의할 수 있으며, 선박의 안전관리 규정 및 해양환경의 조건에 따라 안전계수를 선정하

여 중량물의 무게에 따른 운용 각도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표 2-2-14❙ Operator safety loads table의 개념

Ÿ 이러한 loads table은 건설기계 및 건설장비, 해상크레인 분야에서 안전작업을 위해 정의되어 

있으며, 분야마다 table 구성에 차이는 있다. 건설기계 분야 중 육상크레인 안전사용하중 테이

블은 그림과 같으며, 작업 반경 및 붐의 길이에 따른 정격 하중 테이블을 정의하여 크레인 운

용 시 활용하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음

작업 반경

붐 길이

정격 하중

❙그림 2-2-64❙ 육상 크레인 안전사용하중 테이블

Ÿ 하지만, 해상의 경우 아직까지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육상크레인 지침을 인용하여 table

을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음

Ÿ A 프레임의 안전사용하중 table은 유압실린더 크기 고정 시 스트로크에 따른 buckling 안전 하

중 및 안전 계수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 각도 및 해양 장비 중량별 유압실린더 부하를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하고 계측된 유압실린더 부하를 사용하여 buckling 안전 계수

를 산출하여 안전계수별 하중테이블을 구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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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15❙ 개발될 A 프레임 안전사용하중 테이블

□ A 프레임의 안전 운용 하중 테이블 구축

Ÿ 안전 운용 하중 테이블 구축을 위해 필요한 안전 하중은 거대 관성력을 고려할 수 있는 기 구

축된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이 가능함

Ÿ 산출된 안전 하중은 아래 그림의 절차에 의해 안전율 평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안전 운용 

테이블 도출을 수행하였음

Dynamics model

Measurement of
applied load & stroke

Calculation of 
installation length
by installation type

Calculation of rod 
diameter using inner 

diameter

Safety evaluation
(Buckling)

Calculation of inner 
diameter using 
buckling table

Operation angle
&

Weight of lift object

❙그림 2-2-65❙ 안전 운용 하중 도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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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안전운용을 위한 안전율은 A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실린더 좌굴(buckling) 안전율을 대푯값으로 

활용하며, 좌굴 안전율은 세장비가 큰 부재는 허용하중 이하에서도 길이와 폭 방향의 압축 하

중으로 인해 좌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린더류의 운용 안전을 위해 아래 식을 통해 항상 

평가되는 지표 중 하나임

 


 

 
 


 

여기서, Fapplied는 실린더 최대작용하중, Fcr은 부재의 좌굴 임계하중, E는 실린더 로드의 

young`s module, I는 실린더 로드의 2차 모멘트, L은 실린더 운용 시 전체 길이

Ÿ 실린더 운용 중의 선의 거동은 개조선박의 주행속도와 선박방향에 따른 주파수 성분 분석 기

반 거동 특성 결과를 참고하여 heave와 pitch의 최대값인 0.32m와 1.48°를 각각 시간영역에

서의 사인파 함수로 모사하여 적용하였음

Ÿ A 프레임의 운용 각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초기 0°부터 최대 운용 각도인 65.0°까지 회전하

도록 하였으며, 회전은 실린더 스트로크를 계산하여 실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구동되게 하

였음

<A-Frame Operation Angle Coordinate> <A-Frame Operation Angle = 0.0 deg>

❙그림 2-2-66❙ 선박 A 프레임의 운용 각도 좌표계

Ÿ A 프레임을 통해 진/회수될 중량물은 중량별 검토를 위해 반경이 1.5m인 구형의 중량물로 고

려하였으며, 중량물의 밀도 변화를 통해 무게를 10.0ton~50.0ton까지 가변할 수 있음

Ÿ 안전하중 분석을 위해 A 프레임의 유압실린더 4기에 작용하는 부하의 평균치를 계측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Ÿ 정리된 하중 데이터에 따르면, 동일 중량에서 운용 각도에 따라 최대 11배, 동일 운용 각도에

서 중량에 따라 2배 정도 하중 차이가 발생함

Ÿ 이는 중량물의 무게보다 A 프레임의 운용 각도가 안전운용에 더 지배적인 요인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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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of Object [ton]

Operation 
Angle [deg]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N]

1 0.0 78572 88282 97961 108007 118051 128098 138144 148190 158236

2 10.0 128121 146593 164328 183536 200892 220479 238951 257423 274021

3 20.0 228501 258231 287961 317691 347421 377152 405472 436613 466344

4 30.0 340609 382335 424355 467158 508396 551525 592436 632889 678075

5 40.0 469404 525641 581877 638113 694349 751505 807878 864251 920624

6 50.0 623698 696763 766361 843334 911513 989659 1062088 1135984 1209146

7 60.0 818104 912125 1002678 1100350 1194431 1288514 1382596 1476678 1566252

8 65.0 938758 1045630 1152631 1259658 1366437 1473441 1580307 1687243 1794278

❙표 2-2-16❙ 운용 각도와 중량물의 무게에 따른 작용하중 계측결과

Ÿ 도출된 하중 데이터를 기반으로 좌굴 안전율을 환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Ÿ 안전율 데이터에 따르면, 운용 각도 및 중량물의 무게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는 안전율이 1.0 

이하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운용 시 무게를 고려하여 운용 각도 조정이 운용 시에 필요

함을 의미함

Ÿ 또한 최대 운용 각도인 65.0°에서는 전반적으로 20.0ton 이상의 중량에 대해서는 안전율이 

1.0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음

Ÿ 따라서 A 프레임의 최대 운용 각도에서 활용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 운용에 적절함

Weight of Object [ton]

Operation 
Angle [deg]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1 0.0 31.39 27.94 25.18 22.83 20.89 19.25 17.85 16.64 15.59

2 10.0 16.27 14.22 12.68 11.36 10.37 9.45 8.72 8.10 7.61

3 20.0 7.86 6.96 6.24 5.65 5.17 4.76 4.43 4.11 3.85

4 30.0 4.63 4.13 3.72 3.38 3.10 2.86 2.66 2.49 2.33

5 40.0 3.01 2.68 2.42 2.21 2.03 1.88 1.75 1.63 1.53

6 50.0 2.06 1.84 1.67 1.52 1.41 1.30 1.21 1.13 1.06

7 60.0 1.45 1.30 1.18 1.08 0.99 0.92 0.86 0.80 0.76

8 65.0 1.22 1.10 0.99 0.91 0.84 0.78 0.73 0.68 0.64

❙표 2-2-17❙ 운용 각도와 중량물의 무게에 따른 안전율 도출결과

□ A 프레임의 안전 운용 가이드

Ÿ 작용하중 및 안전율 분석 결과 A 프레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안전율에 따른 중량별/각

도별 운용 가능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해상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 형

태의 가이드가 필요함

Ÿ 분석된 결과를 기존에 제안된 안전 운용 테이블 형태로 구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Ÿ 안전율이 1.0인 경우 A 프레임의 최대 운용 각도인 60.0~65.0 영역만 아니면 안전 운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안전율 1.0은 해상 상황이 매우 좋은 조건일 경우에도 충족되지는 않

음

Ÿ 해상 상황에 선박 운용 조건 등에 따라, 안전율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테이블을 차용하여 A 

프레임을 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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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Safety Working Load = 60.0 [tonf], Safety Operation Factor = 1.0

Operation Angle
[deg]

Weight of  Object [ton]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0 O O O O O O O O O

10.0 O O O O O O O O O

20.0 O O O O O O O O O

30.0 O O O O O O O O O

40.0 O O O O O O O O O

50.0 O O O O O O O O O

60.0 O O O O X X X X X

65.0 O O X X X X X X X

❙표 2-2-18❙ 안전율 1.0일 경우의 안전 운용 테이블

Max. Safety Working Load = 60.0 [tonf], Safety Operation Factor = 1.1

Operation Angle
[deg]

Weight of Object [ton]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0 O O O O O O O O O

10.0 O O O O O O O O O

20.0 O O O O O O O O O

30.0 O O O O O O O O O

40.0 O O O O O O O O O

50.0 O O O O O O O O X

60.0 O O O X X X X X X

65.0 O O X X X X X X X

❙표 2-2-19❙ 안전율 1.1일 경우의 안전 운용 테이블

Max. Safety Working Load = 60.0 [tonf], Safety Operation Factor = 1.2

Operation Angle
[deg]

Weight of Object [ton]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0 O O O O O O O O O

10.0 O O O O O O O O O

20.0 O O O O O O O O O

30.0 O O O O O O O O O

40.0 O O O O O O O O O

50.0 O O O O O O O X X

60.0 O O X X X X X X X

65.0 O X X X X X X X X

❙표 2-2-20❙ 안전율 1.2일 경우의 안전 운용 테이블

Max. Safety Working Load = 60.0 [tonf], Safety Operation Factor = 1.4

Operation Angle
[deg]

Weight of Object [ton]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0 O O O O O O O O O

10.0 O O O O O O O O O

20.0 O O O O O O O O O

30.0 O O O O O O O O O

40.0 O O O O O O O O O

50.0 O O O O O X X X X

60.0 O X X X X X X X X

65.0 X X X X X X X X X

❙표 2-2-21❙ 안전율 1.4일 경우의 안전 운용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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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Safety Working Load = 60.0 [tonf], Safety Operation Factor = 1.5

Operation Angle
[deg]

Weight of Object [ton]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0 O O O O O O O O O

10.0 O O O O O O O O O

20.0 O O O O O O O O O

30.0 O O O O O O O O O

40.0 O O O O O O O O O

50.0 O O O O X X X X X

60.0 X X X X X X X X X

65.0 X X X X X X X X X

❙표 2-2-22❙ 안전율 1.5일 경우의 안전 운용 테이블

Max. Safety Working Load = 60.0 [tonf], Safety Operation Factor = 2.0

Operation Angle
[deg]

Weight of Object [ton]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0 O O O O O O O O O

10.0 O O O O O O O O O

20.0 O O O O O O O O O

30.0 O O O O O O O O O

40.0 O O O O O X X X X

50.0 O X X X X X X X X

60.0 X X X X X X X X X

65.0 X X X X X X X X X

❙표 2-2-23❙ 안전율 2.0일 경우의 안전 운용 테이블

Max. Safety Working Load = 60.0 [tonf], Safety Operation Factor = 2.5

Operation Angle
[deg]

Weight of Object [ton]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0 O O O O O O O O O

10.0 O O O O O O O O O

20.0 O O O O O O O O O

30.0 O O O O O O O X X

40.0 O O X X X X X X X

50.0 X X X X X X X X X

60.0 X X X X X X X X X

65.0 X X X X X X X X X

❙표 2-2-24❙ 안전율 2.5일 경우의 안전 운용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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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 선박 개조설계, 개조시공, 선박 관리 일괄입찰

Ÿ 주요 개조항목 : 60톤 진회수장치 등

Ÿ 나라장터 입찰 공고(4. 28)

Ÿ 기술평가회(6/18),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80+가격20) 

Ÿ 계약(7/23), 계약 기업 : HMT+종합해사+스마트마린

Ÿ 용역기간 : 2020. 7. 23 ~ 2021. 6. 30

□ (입찰) 과업의 범위

 (1) 시험평가 선박의 개조 설계

  - 선박 개조 항목에 대한 설계

  - 선급(듀얼) 설계승인(한국선급 및 IACS 중 택1)

 (2) 시험평가 선박의 개조 시공

  - 선박 입거정비

  - A 프레임 설치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설치

  - 크레인(davit) 설치

  - 윈치 기초 및 중간 데크(mezzanine deck) 설치

  - 시험평가용 환경, 선박 센서 구매 및 설치

  - 전기관련 정비(배전반 등)

 (3) 시험평가 선박의 선박관리

  - 선박 이전 및 취등록 절차 지원

  - 선원모집 및 공급 

  - 선박수리/보급(유류, 기부속, 주부식 ,선용품) 

  - 선박검사(선급) 신청 및 수행 

  - ISO/ISM 관련 업무 

  - PNI 보험 / 선체 기관 보험 업무 직접 수행 혹은 실무 업무  

  - 기타 선박 관련 업무 

  - 정박 부두 확보

□ 선박 개조 용역 추진 계획 및 일정

㉠ 시험평가 선박의 개조 설계
- 선박 개조 항목에 대한 상세 설계

- 선급(KR) 설계승인

- 선급(KR)의 당해검사(정기검사, 입거검사) 및 정부대행검사

- 선급 적용 기준에 따른 상세 설계

- 선체 내부 보강재의 배치, 변형, 부식 등 현재 상태를 조사하여 상세설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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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 계측 및 현재 구조상태 반영으로 자중분포 계산

- 신설 및 추가되는 하중 검토

㉡ 시험평가 선박의 개조 공사 및 시공
- 선박 입거정비(정기검사에 준한 정비) 및 개조공사

- A 프레임 설치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설치

- 크레인(DAVIT) 설치

- 윈치 기초 및 중간 테크(mezzanine deck) 설치

- 시험평가용 환경, 선박 센서 구매 및 설치

- 전기관련 정비(발전기 및 배전반등)

- 바람 및 태풍을 고려한 환경 하중 검토

- 개조 진행 중 태풍대비 피항을 위한 조선소 안벽 확보

㉢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상세설계
- 보수·보강 방안에 따른 상세설계 수행

- 보강에 필요한 소요강재 물량산출

- 현장 작업에 필요한 상세도면 조치

㉣ 시험평가 선박의 선박관리
- 선박 소유권 이전 및 취. 등록 절차 지원

- 선원모집 및 공급

- 선박수리/보급(유류, 기부속, 주부식, 선용품)

- 선박검사(KR 선급) 신청 및 수행

- ISO/ISM 관련 업무

㉤ 보고서 작성
- 용역수행 중 생산된 일일, 주간 및 월간보고 사항 수록

- 정부대행 검사 합격 및 선급 검사 완료 후 관련 증서 수령

- 시험평가용 환경, 센서 설치 및 COMMISSIONING 결과 보고서 작성

- 기술/사진/영상 자료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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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7❙ 용역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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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주요 내용

㉠ 국적 취득에 따른 도면 검토 및 승인
- 총톤수 계산서

- 일반배치도

- 선도 및 촌법도

- 강재배치도

- 중앙단면도

- 외판전개도

- 하우스구조도

- 개조 완료 후 총톤수계산서 재작성 및 국적증서 변경, 등기업무

㉡ 선급이전(TRANSFER OF CLASS)에 필요한 도면 승인
- 관련되는 각종 도면을 발주처로부터 수령하여 복사 및 수정

- 일반배치도

- 선도 및 촌법도

- 흘수마크배치도

- 건현계산서

- 총톤수계산서

- 강재배치도

- 중앙단면도

- 외판전개도

- 선미재구조도

- 타 및 타두재

- 개구부 폐쇄장치도

- 중앙단면도

- 용적도

- 복원성계산서

- 기관실 전체장치도

- 축계장치도

- 기관실 제관장치도

- 갑판제관장치도

- 전력조사표

- 전력계통도

- 항해등배치도

- 전기기기배치도

- 구명 및 소화 설비도

- 선급 요구에 따른 추가 도면 작성

㉢ 선급검사(정기검사)
- 두께 계측은 일반적으로 선종, 선령에 의한 검사 종류에 따라 계측의 범위를 정하여 수행하

며 계측 도중 부분적으로 부식이 심한 부위를 발견하면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계측하며, 부

식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

- 입거(상가)한 후 외판을 청수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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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거(상가)검사 및 정기검사에 준한 선저면 및 선외변 검사와 외판 두께계측

- 외판 발청 부위를 부분 샌딩(S.A 1.0) 후 A/C 2회, A/F 2회 도장, BOOTTOP 라인을 마킹

- 외판 상태에 따라서 도장범위 및 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 기존의 선박명, 선적항, 건현마크, 회사로그 등을 철거 후 새로운 선명 및 회사 로그등 발주

처가 제공하는 글자와 디자인 등을 강판 또는 용접으로 제작, 취부

- 외판 및 내판의 도장은 설계단계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색상으로 선박을 내, 외부를 도장하며, 

도장은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맞도록 진행

- 입거(상가)검사 및 정기검사에 준한 선저면 및 선외변 검사와 외판 두께계측

- 축계검사를 위해 Z-PELLER 축과 관련 설비를 계측, 발출, 분해, 선급검사를 받은 후 복구

- 만재흘수선 검사 준한 점검 수리

- 정기검사에 준한 기관검사를 위해 기관실의 모든 보기류를 분해, 수검, 불량부품을 교환 복구

- 정기검사에 준한 전기설비 등의 분해, 수검, 불량부품 교환 복구

- 항해, 통신 장비를 점검, 수검하여 SR 증서를 발급

- 국제항해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수검 받고 그 증서를 발급

- 갑판기기 분해, 점검, 불량부품교환 및 작동 테스트

- 기관실 보기류 및 펌프류등 분해, 점검, 수검, 불량부품을 교환 복구

- 외판 전식방지용 장치 및 아연판 등을 점검 및 불량품은 교환

- BOW THRUSTER 분해 점검 불량부품 교환 복구

- 최종 검점 및 선급 검사관 입회하에 해상시운전을 실시

- 갑판상 유압윈치(Tuger winch 등) 설비의 이동설치 및 하부 보강

- 갑판상에 탑재하는 ROV SPARE VAN(2SET) 설치 및 갑판 하부를 보강

- 기타 선내 부식 배관 및 부식 강재 교체 작업

- 구명 및 소화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선급검사(KR)를 취득

㉣ 선박 개조공사에 대한 도면 작성 및 선급 승인
 ① BASIC & HULL PARTS
- General Arangement

- Midship Section

- Shel Expansion

- Construction Profile & Deck Plan

- Intact Stabilty Boklet (초기 및 완성)

- Uper deck construction

- F'cle deck construction

- Stern construction

- Alteration Specification

 ② Outfiting Drawing
- Fire Control Plan

- Life Saving Plan

- Fire Protection Plan

- Cargo Securing Manual

- Freboard Plan

- Fixed Fire Figh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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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ch Covers

- Arangement dor & Insulation in ER

- Arangement of life boat and life raft handling Device

- Moring reinforcement of under deck construction

- Standard of hul outfiting

- Arangement & detail of outfiting

- Arangement and detail of Handrail

- Arangement of 크레인

- Arangement of Moring

- Arangement of vantilation & duct system in acommodation

- Equipment number calculation

 ③ Machinery Parts
- Machinery Arangement

- E/R Piping Diagram

- Hul Piping Diagram

- NOx Technical File of Engine (New onboard G/E)

 ④ Electric & Radio Parts
- Wiring diagram for power systems

- Arangement of Electric Equipmen

- Investigation table of electrical load analysis

- Arangement for navigation and signal lights

- Each Radio parts Drawing & Instruction manual

 ⑤ Clas Survey Report & Statutory Survey Report
-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Survey (SC)

- Cargo Ship Safety Equipment Survey (SE)

- Cargo Ship Safety Radio Survey (SR)

- International Load Line Survey (ILL)

- International Oil Polution Prevention Survey (IOPP)

- International Sewage polution Prevention Survey (ISPP)

- International Air Polution Prevention Survey (IAPP)

- International Garbage Polution Prevention Survey (IGPP)

- International Anti‐fouling System Survey (IAFS)
 ⑥ Other : Other drawing (Requirement for Clas)

㉤ 선박 개조공사에 따른 안정성 검토(국부적 구조해석)
- A 프레임 설치에 따른 하부 보강 구조 해석

- Winch & Winch Durm 설치에 따른 하부 보강 구조 해석

- 크레인 하부 강도계산 및 구조해석

- 중간데크 강도계산 및 구조해석

- 발전기 하부 강도계산

- ROV 탑재 하부 강도계산 및 구조해석

- 배전반 하부 강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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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조 시공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Ÿ 항해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펑형수(Ballast water)의 주입과 배출을 반복하게 되는

데, 이때 외래 생물종도 함께 유입 및 배출이 되면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한다. 이에 2017년 국

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 의무화를 발표함에 따라 시험평가선의 국제항해

에 제약이 없도록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신규 설치함

Ÿ 기존의 선박평형수 시스템에 신규 해수 배관을 설치하여 평형수 주입과 배출시 BWTS 시스템

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개조 설치함 

○ BWTS 사양

- 제작사 : 삼건세기

- 모델명 : AP-150

- 평형수 처리 능력 : 150㎥/h 

- 주요 구성 장비 : Filter unit, Plasma MPUV, Control console, Electric operated valve

○ BWTS FAT 실시

- 일자 : 2021년 10월 26일

- 장소 : 경남 밀양시 삼건세기

❙그림 2-2-68❙ BWTS FA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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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WTS 설치 완료

- 설치장소 : 시험평가선 E/R Tween deck

❙그림 2-2-69❙ BWTS 설치 완료

  

○ 제품 인증 현황

❙그림 2-2-70❙ 한국선급 및 해양수산부 형식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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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프레임

Ÿ Launch And Recovery System의 주요 구성요소인 A-프레임은 선체 외부로 전개되어 해양장비 

진수와 회수에 사용되며, Offshore 크레인 규칙을 적용하여 설계 제작하여 선급의 인증서를 

취득

Ÿ 시험평가선에 설치 완료후 66톤의 무게로 Overload test를 실시

○ A-프레임 사양

- 제작사 : 바다중공업

- 모델명 : BDH-AF-060

- 용량 : SWL 60톤

- 동작 범위 : -22.4°IN ~ 56°OUT

- 인증기관 : 한국선급  

- 주요 구성 장비 : A-프레임 본체, 유압작동장치(HPU), 제어콘솔

○ A-프레임 제작 공정 확인 및 제작검사 실시

❙그림 2-2-71❙ A-프레임 제작공정 확인 및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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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프레임 FAT 실시 

- 일자 : 2021년 04월 22일

- 장소 : 경남 고성군 EK중공업 (바다중공업)

  

❙그림 2-2-72❙ A-프레임 FAT test 사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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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프레임 시험평가선 탑재

- 일자 : 2021년 04월 30일

- 장소 : 부산 영도구 부산조선 내 시험평가선

❙그림 2-2-73❙ A-프레임 시험평가선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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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프레임 Onboard test (Load test)

- 일자 : 2021년 05월 24일

- 장소 : 부산 영도구 부산조선내 시험평가선 

- 테스트 무게 : Overload 66톤 (SWL 60톤 x 1.1)

- 테스트 장비 : Water bag, 청수, Load cell 

❙그림 2-2-74❙ A-프레임 Onboard test (Loa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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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데크 (Mezzanine deck)

Ÿ 시험평가선 Forecastle deck에서 Deck를 선미 방향으로 연장하여 Fr.51 ~ Fr.67에 걸친 중간데

크를 신설

Ÿ 중간데크 상부인 Forecastle deck level에 LARS의 주요 구성요소인 AHC 윈치 기초(winch 

foundation)를 먼저 설치하여 향후 AHC 윈치가 설치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중간데크 하

부 (Main deck level)는 모니터링 Lab.과 신설 발전기실로 구성되도록 제작, 설치를 완료

○ 중간데크 제작 공정 확인 및 제작검사 실시

- 일자 : 2021년 04월 06일

- 장소 : 부산 사하구 해양조선

❙그림 2-2-75❙ 중간데크 구조 검사 및 용접 검사 실시

  

○ 중간데크 탑재 및 설치 완료

- 일자 : 2021년 04월 15일

- 장소 : 부산 영도구 부산조선내 시험평가선

❙그림 2-2-76❙ 중간데크 탑재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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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치 하부 기초

Ÿ 윈치를 설치하기 위한 윈치 기초를 설계하여 제작 설치 작업을 수행하며, 탑재되는 윈치 형상

이 상이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윈치 기초를 설치

Ÿ 윈치 기초는 선급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물로써 선급 승인도면, 제작 검사를 통과하였으며, 

Mezzanine deck와 닿는 부분은 선급 규정에 따라 용접을 실시하였고 윈치와 윈치기초는 볼팅 

후 부분 용접을 실시함

○ 윈치 기초 탑재 및 설치 완료

- 일자 : 2021년 07월 03일

- 장소 : 부산 사하구 SW조선내 시험평가선

❙그림 2-2-77❙ 윈치 하부 기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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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설치

Ÿ 시험평가선에 탑재된 A-프레임, 너클붐 크레인과 향후 운용될 시험평가장비에 전력 공급을 위

하여 900kW의 신규 발전기실을 제작하고 900kW의 신규 No.4 발전기를 설치

○ 엔진 사양

- 제작사 : CATERPILLAR

- 모델명 : C-32 DITA

- 형식 : 4행정, 12기통 

- 엔진출력 : 994BKW at 1,800 RPM

○ 발전기 사양

- 제작사 : LEROY SOMER

- 형식 : BRUSHLESS TYPE 

- 용량 : 910 EkW (1,1387KVA)

- 전압 : AC 450V

- 주파수 : 60HZ

- 역률 : 0.8

- 상 : 3상

- 냉각방식 : 공랭식

- 인증기관 : 한국선급  

  

❙그림 2-2-78❙ 시험평가선 신규발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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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설치 

Ÿ 시험평가선 운항과 해양장비 테스트시 원활한 장비 운용과 중량물 이동 편의를 위하여 SWL 5

톤의 너클붐 크레인을 설치

Ÿ 선측으로 진수하는 중량 5톤 미만의 시험 장비의 진회수와 시험평가선에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장비의 이동에 사용

○ 크레인 사양

- 제작사 : 바다중공업

- 모델명 : BDKC05

- 형식 : 너클붐 크레인 (Elec.-Hyd. driven type)

- SWL : 5톤

- 최대 인양 높이 : 30m

- 작업 반경 :최대15m ~ 최소4.1m

○ 너클붐 크레인 제작 공정 확인 및 제작검사 실시

❙그림 2-2-79❙ 너클붐 크레인 제작품 검수 및 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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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클붐 크레인 FAT 실시 

- 일자 : 2021년 04월 13일

- 장소 : 경남 김해시 바다중공업

❙그림 2-2-80❙ 너클붐 크레인 FA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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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클붐 크레인 시험평가선 탑재 

- 일자 : 2021년 04월 30일

- 장소 : 부산 영도구 부산조선

❙그림 2-2-81❙ 너클붐 크레인 시험평가선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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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클붐 크레인 Onboard test

- 일자 : 2021년 05월 20일

- 장소 : 부산 영도구 부산조선

- 테스트 무게 : 5톤 /  over load : 6.3톤 (SWL 5톤 x 1.25)

- 테스트 장비 : Steel weight

  

❙그림 2-2-82❙ 너클붐 크레인 Onboar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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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Lab. 설치

Ÿ 시험평가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 실험실을 구축

Ÿ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무 가구를 갖추었고, 전원, 조명, 환기, 냉난방 설비를 구비

❙그림 2-2-83❙ 모니터링 La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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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양환경, 선박, 수중 모니터링 센서) 

Ÿ 해양환경 모니터링, 선박 모니터링, 수중위치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설치

○ 해양환경 모니터링 센서 설치

Wave radar                           ADCP                          Sound velocity Profiler

❙그림 2-2-84❙ 해양환경 모니터링 센서

  

○ 선박 모니터링 센서 설치

GNSS 안테나                           AHRS                         GNSS Time Sync.

❙그림 2-2-85❙ 선박 모니터링 센서

  

○ 수중 모니터링 센서 설치

USBL : Transceive                 USBL : Transponder                       Monitor

❙그림 2-2-86❙ 수중 모니터링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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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치(Tugger winch) 이설 

Ÿ Mezzanine deck 신설로 원래 설치되어 있던 터거윈치를 선미측으로 이동 설치하여 각종 시험

장비 진·회수 지원과 시험장비 운용에 사용

❙그림 2-2-87❙ 윈치 이설 공사

  

□ 선내 회의실 설치

Ÿ 시험평가선에 대형 회의 공간 마련을 위하여 Forecastle deck 선실을 활용하여 대형 회의실을 

신설하고 회의테이블을 구비, 또한 회의 편의성을 위하여 대형 모니터 설치

❙그림 2-2-88❙ 모니터링 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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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수리 및 정비

Ÿ 시험평가선 센서 탑재를 위한 선저 가공, 외판 도장, 선명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상

가하여 정비를 진행

Ÿ 시험평가선이 매 5년마다 도래하는 선박 정기 검사 기간과 맞물린 관계로 주기 및 보조기기의 

분해검사를 상가 이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수량 그리고 정비 품질에 대한 검

사를 수행함

○ 시험평가선 상가 수리 

- 일자 : 2021년 04월 17일 ~ 2021년 04월 27일 (총 11일간)

- 장소 : 부산 영도구 부산조선

- 주요 작업 : 외판정비, 외판도장, 선체 선명 변경, 센서설치를 위한 선저 가공\

○ 시험평가선 상가수리 주요 사진

❙표 2-2-25❙ 상가수리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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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6❙ 일반 정비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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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외판>

 

<Azimuth 
thruster>

<Stern keel>

<Bow 
thruster>

<Bilge keel>

❙표 2-2-27❙ 상가 전·후 외판 사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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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 전후 비교

구분 개조 전 개조 후

<전체사진>

<거주구> 

<주갑판>

<선수>

<선미>

❙표 2-2-28❙ 개조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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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조용역 관리(감리)

□ 공정 진행 결과

○ 개조용역의 준공일인 2021년 7월 22일 기준으로 공종별 최종 진행은 100%를 달성함

❙그림 2-2-89❙ 공정 진행 현황(2021년 6월 감리보고서 기준)

❙그림 2-2-90❙ 최종 공정표(개조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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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1❙ 세부 공정진행 현황표-1 (2021년 06월 기준)

❙그림 2-2-92❙ 세부 공정진행 현황표-2 (2021년 0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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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3❙ 설계 도면 일정표-1

❙그림 2-2-94❙ 기본설계 도면 일정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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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5❙ 선체 설계 도면 일정표-1

❙그림 2-2-96❙ 선체 설계 도면 일정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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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7❙ 기장 설계 도면 일정표-1

❙그림 2-2-98❙ 기장 설계 도면 일정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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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9❙ 전장 설계 도면 일정표-1

❙그림 2-2-100❙ 전장 설계 도면 일정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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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 검사 결과

○ 시험평가선 개조항목과 선급 정기 검사항목은 선급의 요구사항과 대한민국 선박관련 법규에 

의해 각 항목별로 진행 되었으며, 각 항목과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선급 검사보고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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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시험 결과

○ 개조항목에 대한 선급 검사 완료 후 경사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경사시험 

결과서의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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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박 증서(Dual 선급)

별첨 5 : 장영실호 관련 문서 모음 참조

(a) KR (b) Lloyd

❙그림 2-2-128❙ 선박 증서

❙그림 2-2-129❙ 선박국적증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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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험평가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3-1 모니터링 랩 구축

Ÿ 모니터링 랩은 해양장비 성능평가를 위해 현재 선박 상태, 해양환경정보 및 장비의 위치정보

를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험평가선 내부 시설로 구축됨. 

□ 모니터링 랩 구축

연번 구성 모델명 수량

1 서버 PC1 HP Z2 TWR G4 WKS 1

2 서버 PC2 HP Z2 TWR G4 WKS 1

3 보조 PC1 HP 280 Pro G6 1

4 보조 PC2 HP 280 Pro G6 1

5 해양장비 3D 모니터링용 PC HP Z4 G4 WKS 1

6 65“ 모니터 Samsung KQ65QA60AFXKR 2

7 27“ 모니터 LG 24EA430V 4

8 서버룸 Wi-Fi 공유기 ASUS 1

9 프린터 Samsung 1

10 USBL PC 1

11 GNSS 리시버 1

12 PPS 분배기 rts PPS Distribution Panel 1

13 CCTV DVR 1

14 ADCP용 PC 1

15 Network 스위치 Cisco SG220-26 1

16 Network 스위치 Netgear JGS524 1

17 접이식 모니터 Aten CL3116NX 1

18 저장장치 Qsan XN5008R 1

19 UPS Secom SR Series 10KV RM형 1

20 랙 자체제작 2

❙표 2-3-1❙ 모니터링 랩 내부에 구축된 H/W

(a) 좌측                                                (b) 우측

❙그림 2-3-1❙ 모니터링 랩 작업구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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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랩 작업구역 좌측부 설치 시설

- 65“ 모니터 1대 : 해양장비 3D 모니터링 S/W 주운영

- 27” 모니터 2대 (좌/우) : 해양장비 3D 모니터링 S/W 보조운영

- 27” 모니터 1대 (상단) : USBL과 ADCP의 상태 모니터링용

- 유무선 공유기 : 모니터링 랩 내부 인트라넷/서버 접근 편의용

- 프린터 : 모니터링 랩 내부 작업자용

○ 모니터링 랩 작업구역 우측부 설치 시설

- 65“ 모니터 1대 : 선박 전반에 걸쳐 설치된 CCTV 확인용

- 보조 PC 2대 (좌/우) : 모니터링 랩 작업자 지원용

- 27” 모니터 1대 (좌/우) : 보조 PC용 모니터

- 케이블 관통구 : 갑판 – 모니터링 랩 간 케이블 연결을 위한 창

○ 모니터링 랩 장치구역에 설치된 랙은 다음과 같음

(a) 좌측                                                (b) 우측

❙그림 2-3-2❙ 모니터링 랩에 설치된 랙 구성

 

○ 랙 좌측부에 설치된 장치

- USBL용 PC

- GNSS 리시버

- PPS 분배기

- CCTV DVR

- ADCP용 PC

○ 랙 우측부에 설치된 장치

- Network 스위치

- 접이식 모니터

- 서버 PC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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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저장장치

- UPS

○ 구축된 UPS는 용량 10kVA급으로 50Hz/60Hz 인버터 내장형

- 선박에서 인가되는 전원은 415Vac(50Hz)으로 모니터링 랩 내부에 구축된 각종 장비에 직접적

으로 전원을 공급하기에 부적합함

- UPS를 이용해 정전, 서지, 주파수 변환등 전기적 환경을 모니터링 랩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도

록 하였음

- 프린터를 제외한 모니터링 랩 모든 장치는 UPS와 연결되어 220Vac(60Hz)를 제공받게 됨.

- 모니터링 랩 내 전기 최대부하 시 소요전력은 5kW으로 추정되었고, 선박 전원차단 시 30분 

버틸 수 있도록 UPS 용량을 10kW로 선정하였음

- UPS 부하테스트를 수행하여 35분간 프린터를 제외한 모니터링 랩 내 모든 장치들이 정상적

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음. 이를 통해 UPS 용량 선정이 타당하였음을 확인함.

부하장비 용량 (W) 가동율
추정 용량 

(W)

서버 PC 400 2 800

NAS 300 1 300

65 inch 모니터 200 2 400

보조  PC 300 2 600

해양장비 3D 모니터링용 PC 600 1 600

모니터 30 6 180

hipap 포함 센서들 약 1K 6 약 1K

CCTV DVR 200 1 200

프린터 30 1 30

합계 5k

❙표 2-3-2❙ UPS 용량산정

(a) UPS 부하테스트 전 (b) UPS 부하테스트 후 – 35분 경과

❙그림 2-3-3❙ UPS 부하 테스트

 

○ 모니터링 랩 내부에 구축된 H/W 계통도

- 전원계통도와 같이 선박에서 인가되는 전원으로 프린터만 제공받고 모니터링 랩 내 모든 장

치들은 UPS와 연결되어 전원을 제공.

- 네트워크 계통도와 같이 모든 장비들이 같은 망의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스위치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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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포트로 유선 통신 및 공유기를 통해 무선으로도 통신하여 사용. 물리적 여러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 CISCO, NETGEAR 스위치를 사용.

(a) 전원 계통도 (b) 네트워크 계통도

❙그림 2-3-4❙ H/W 계통도

 

□ 모니터링 센서

 ○ 장영실호에 설치된 모니터링용 센서는 다음과 같음

구성 모델명 용도 수량

USBL Kongsberg HiPAP 시험평가장비의 수중위치 인식 1

AHRS iXBlue Hydrins 선박 자세 획득, USBL 운용 보조센서 1

SVP AML Minos-X 수중 음속 측정 1

ADCP Teledyne Pinnacle45 선박/해류 속도 획득 1

GNSS Trimble MPS865 현재 선박의 지리적 위치 및 속도 획득 1

PPS distributor RTS PPS Distribution 모니터링용 센서 시간 동기화 1

Wave radar RS Aqua Wave radar Rex2 시험평가 장소의 파고측정 1

❙표 2-3-3❙ 장영실호에 설치된 모니터링용 센서

❙그림 2-3-5❙ 장영실호에 설치된 모니터링용 센서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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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저장용 센서 신호는 다음 표와 같이 정의함.

- 각 센서의 시간정보는 GNSS의 PPS 신호를 이용해 시간동기화하였음.

- 대다수의 센서는 GNSS 업데이트 주기에 맞추어 10Hz로 설정

- AHRS의 경우 업데이트 주기를 100Hz로 설정함.

- USBL, SVP는 시간동기화된 신호획득이 어려워 자체 출력되는 신호를 그대로 사용함.

용도 설명 신호 종류 센서 업데이트 주기 저장 장소

선박정보

위치 Time (UTC) GNSS 10Hz DB 저장

Latitude (ddmm.mmmm) GNSS 10Hz DB 저장

Longitude (dddmm.mmmm) GNSS 10Hz DB 저장

Height (meter) GNSS 10Hz DB 저장

헤딩 Time (UTC) GNSS 10Hz DB 저장

Heading (ddd.ddd) GNSS 10Hz DB 저장

속도 Time (UTC) GNSS 10Hz DB 저장

Vn (m/s) GNSS 10Hz DB 저장

Ve (m/s) GNSS 10Hz DB 저장

Vd (m/s) GNSS 10Hz DB 저장

Vn (m/s) ADCP (Pinacle45) 10Hz DB 저장

Ve (m/s) ADCP (Pinacle45) 10Hz DB 저장

Vd (m/s) ADCP (Pinacle45) 10Hz DB 저장

자세 Time (UTC) Hydrins 10Hz DB 저장

Heading angle (rad) Hydrins 100Hz DB 저장 

Roll angle (rad) Hydrins 100Hz DB 저장

Pitch angel (rad) Hydrins 100Hz DB 저장

각속도 Time (UTC) Hydrins DB 저장

wx (rad/s) Hydrins 100Hz DB 저장

wy (rad/s) Hydrins 100Hz DB 저장

wz (rad/s) Hydrins 100Hz DB 저장

가속도 Time (UTC) Hydrins DB 저장

ax (rad/s) Hydrins 100Hz DB 저장

ay (rad/s) Hydrins 100Hz DB 저장

az (rad/s) Hydrins 100Hz DB 저장

해양장비 
정보

위치 Time_1 (UTC) USBL-HiPAP DB 저장

X_1 latitude (ddmm.mmmm) USBL-HiPAP DB 저장

Y_1 longitude (dddmm.mmmm) USBL-HiPAP DB 저장

Z_1 height (meter) USBL-HiPAP DB 저장

TP_1 SNR (dB) USBL-HiPAP DB 저장

Time_n (UTC) USBL-HiPAP DB 저장

X_n latitude (ddmm.mmmm) USBL-HiPAP DB 저장

Y_n longitude (dddmm.mmmm) USBL-HiPAP DB 저장

Z_n height (meter) USBL-HiPAP DB 저장

TP_n SNR (dB) USBL-HiPAP DB 저장

해양환경
정보

파고 Time (UTC) Windows Time 10Hz DB 저장

Height (m) WaveRadar 10Hz DB 저장

유속 Time (UTC) Pinnacle 10Hz DB 저장

Temperature (deg) Pinnacle 45 10Hz DB 저장

Depth (meter) Pinnacle 45 10Hz DB 저장

Veclocity #1~255 (m/s) Pinnacle 45 10Hz DB 저장

음속 　 Minos-X
ADCP PC 및 DB 

저장

❙표 2-3-4❙ DB 저장용 센서 신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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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S/W 계통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센서→서버 계통도 구성은 ADCP, SVP, USBL, GNSS, WaveRadar, AHRS 센서들과 서버 PC1, 

서버 PC2, ADCP PC, DB가 있음. 각 센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때는 bypass하고 

데이터 기록들을 확인할 때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확인함

- 센서→서버 계통도 작동원리는 ADCP, SVP, USBL, GNSS, WaveRadar, AHRS 센서들과 서버PC 

간 UDP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버PC에서는 데이터를 확인 후 DB에 삽입, 클라이

언트 및 해양장비 3D 모니터링용 PC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Bypass하도록 동작함. 

USBL, GNSS, WaveRadar, AHRS 장비들은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PC로 전송, ADCP 센서

는 ADCP 전용 PC를 통해 서버PC로 전송, SVP 센서는 ADCP 전용 PC에서 .csv 확장자 파일

을 .txt 확장자 파일로 변환 후 FileReader 프로그램을 통해 DB로 저장함. SVP 데이터를 제외

한 모든 센서 데이터는 다른 PC에서 Bypass로 받아볼 수 있음. 서버 PC2는 서버PC1이 동작

을 안할 때 바탕화면의 KIOST_Server프로그램들을 실행 시켜 서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함

- 서버→클라이언트 계통도 구성은 데이터를 받아 볼 해양장비 3D 모니터링용 PC, 클라이언트

가 있고 데이터가 저장된 DB,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Bypass해 줄 KIOST_Server_Replay로 

구성됨.

- 서버→클라이언트 계통도 작동원리는 같은 네트워크 망에있는 클라이언트, 해양장비 3D 모니

터링용 PC에서 KIOST_Server_Replay 프로그램을 실행해 DB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Bypass로 확인할 수 있음

(a) 센서 → 서버 (TBD) (b) 서버 → 클라이언트

❙그림 2-3-6❙ 2.5.6 S/W 계통도

 

□ 서버 S/W 설명

○ 서버 프로그램(KIOST_Server), 클라이언트 프로그램(KIOST_Server_Relay)이 구축됨

○ 서버 프로그램

- 파일명 : KIOST_Server

- 센서에서 획득된 Raw 데이터 문자열을 DB에 저장, 또한 파싱을 통해 필수 데이터들을 DB에 

테이블화하여 저장함.

- 개별 센서 Raw 데이터를 각기 Broadcasting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

자가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음.

- Log창 정보는 센서에서 수신된 정보를 문장구조 및 체크섬을 확인하여 맞는 데이터만 표기

- DB Log 창 정보 

     ① Raw Data Insert OK... 는 상단 Log 창에 수신된 데이터를 DB에 삽입 완료 후 출력
     ② Parsing Data insert OK... 는 상단 Log 창에 수신된 Raw 데이터를 DB에 삽입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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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명은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센서의 데이터를 받는지에 대한 정보이고, Port는 센서로부터 

UDP 전송 받을 때의 수신 포트이고, Bypass Port는 UDP로 보낼 때 사용되는 포트임.

- Bypass Port 사용 시 다른 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Port 번호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함.

❙그림 2-3-7❙ 구축된 서버 S/W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 파일명 : KIOST_Server_Relay

- DB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날짜, 시간, 센서별로 선택하여 클라이언트 장비가 UDP 통신을 이

용하여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도록 구현

- 프로그램 화면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됨

     ① 센서 선택, 데이터 로딩을 위한 기간 입력
     ② DB의 IP설정, 송수신 UDP 통신 설정
     ③ 보내고 있는 센서 확인 및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Log

❙그림 2-3-8❙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화면

- 센서 선택, 기간 항목은 UDP 통신을 통하여 Broadcast로 송신하고자 하는 센서를 체크박스로 

선택하고, 기간을 입력하여 설정함. 선택된 센서테이블과 지정된 기간범위를 쿼리문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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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DB에서 가져옴. 기간은 년, 월, 일, 시, 분을 설정할 수 있으나, 시작일과 종료일은 동일하

게 설정할 수 없음

❙그림 2-3-9❙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내 센서 

선택 및 기간 설정

-  DB 설정은 데이터를 불러올 DB의 IP를 입력함. UDP 설정은 UDP 통신을 할 자신의 IP와 

Port를 입력, 수신 받을 IP와 Port를 입력함. Time은 데이터 송신 주기를 ms 단위로 입력함. 

Start 버튼은 UDP 통신을 연결하며 입력된 DB IP값으로 DB 연결을 함. DB에서 날짜와 Raw 

Data를 읽어오고 UDP Broadcast로 송신하며, Stop 버튼은 UDP 연결을 닫음

❙그림 2-3-10❙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내 

통신 설정

- Log 화면은 UDP Broadcast로 송신하는 데이터를 출력함. 형식은 ‘년-월-일 시:분:초.밀리초/

데이터’이며, 프로그램의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메세지를 출력함

❙그림 2-3-11❙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되는 

데이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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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모니터링 SW 개발

(1)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요구사항 정의

□ 해양장비 실해역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시험평가선 및 피평가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이 필요하며, 특히 이를 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3차원 가상환경 상에서 디지털 

트윈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함

◯ 본 과제에서는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시험평가선에 

설치 및 운영하였음.

◯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필요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

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1) 시험평가선 및 피평가 해저 플랫폼에 대한 3차원 가시화 및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3차

원 가시화

- 시험평가선 3차원 모델 로딩 및 가시화

- 시험평가선 A 프레임의 3차원 모델 가시화 및 동작 애니메이션

- 피평가 해저 플랫폼 3차원 모델 로딩 및 가시화

- 파도가 있는 해상의 3차원 가시화

- 해저 지형 3차원 가시화

- 스카이돔, 수평선 및 지평선 3차원 가시화

- 눈, 비 등 기상 정보의 가시화

- 플라이쓰루(Fly-through) 스타일 모니터링 내비게이션 기능

- 모니터링 뷰포인트 프리셋(Viewpoints Preset)

-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3차원 가시화 성능 확보

2) 각종 센서 기반의 텍스트･2차원･3차원 GUI(Graphical User Interface)

- 시험평가선 항해 정보; 선박 위치‧속도‧방향, 풍향‧풍속, 기상정보, 파고 등

- 해저 플랫폼 항해 정보; 플랫폼 위치‧방향, 수심, 유속 등

- 직관적 상호작용 지원 (2차원 미니맵, 3차원 레이어 등)

3) 모니터링 가시화를 위한 데이터 수합 및 처리 인터페이스

- 센서 데이터 취합 장비로부터의 지연 없는 다중 데이터 수신 연동

- 시험평가선 및 해저 플랫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가져오기‧내보내기, 리플레이 등

-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



- 200 -

(2)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계

□ 디지털 트윈형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3차원 가시화

◯ 시험평가선 3차원 모델링 및 최적화

- 시험평가선의 도면을 바탕으로 CAD프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모델 제작을 수행하고, 이를 다

시 3차원 가시화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시험평가선 3차원 모델을 확보하였음

❙그림 2-3-12❙ 시험평가선 및 A 프레임 모델링

- 일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된 3차원 모델은 실시간 렌더링을 하기에 그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 가시화에 적합하면서도 선박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모델링 최적화

가 되어야 함

- 선박 모델 폴리곤 약 12만개, A-프레임 모델 폴리곤 약 18만개로 모델의 최적화를 수행하였

음

❙그림 2-3-13❙ 실시간 가시화를 위한 3차원 모델 최적화 작업

- 이러한 모델링 최적화 및 색상, 텍스쳐 매핑 작업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실시간 3차원 가시

화를 위한 시험평가선 모델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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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조명 기법(Globall Illumination)을 이용한 시험평가선 3차원 가시화

- 조명 기법은 실시간 가시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산량이 적은 지역 조명 기법(Local 

Illumination)을 사용하지만, 최근 발전된 그래픽스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의 개선으로 인해 연산

량이 훨씬 많은 전역 조명 기법도 실시간 가시화에 사용되고 있음

- 본 프로그램에도 전처리형 방사법(Radiosity)과 실시간형 광선추적법(Ray Tracing)을 병용하여 

시험평가선의 3차원 가시화 품질을 일반적인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수준보다 높이고자 하였음

❙그림 2-3-14❙ 전역조명효과(Global Illumination) 적용 전

❙그림 2-3-15❙ 전역조명효과(Global Illumination) 적용 후

◯ 시험평가선 표면 재질 가시화를 위한 셰이더(Shader) 적용

- 가시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체의 질감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재질(Material) 데이터 

및 셰이더의 적용이 필수적이며, 선박 표면 페인트 처리된 재질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표면 

노멀 맵(Normal Map)과 이를 활용한 범프 매핑(Bump Mapping) 셰이더를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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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 페인트 재질 표면 가시화를 위한 셰이더 적용 비교 (좌: 적용 전, 우: 적용 후)

❙그림 2-3-17❙ 페인트 재질 표면 가시화를 위한 범프 매핑 적용 (좌: 선박 가시화, 우: 노멀 맵)

 

◯ 3차원 해상 환경, 기상 가시화

- 해수면, 파도 효과 및 포말 생성 등 바다의 시각적 재현 작업 수행

❙그림 2-3-18❙ 해수면, 파도 및 포말 생성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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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야간, 노을 등 시간에 따른 하늘 및 광원 효과 변화(태양 고도 및 광원 색상 변화) 적용

❙그림 2-3-19❙ 주간(좌) 및 노을(우) 하늘 비교

 

- 눈, 비 등 우천, 강설 상황 표현기능을 파티클 시스템(Particle System)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음

- 비는 3단계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눈은 단일 단계로 표현함

- 빗소리와 바람소리를 삽입하여 몰입감 있는 상황 표현 가능

□ 직관적 상호작용을 위한 경험 중심(User eXperience; UX) GUI 설계

◯ 메인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

- 유저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크게 모니터링 데이터 수신을 위한 서버 연동과 3차원 가시화 기

반 모니터링 단계로 구분하고, 모니터링 단계 진입 후 주요 기능을 메뉴화 하였음

❙그림 2-3-20❙ 메인 유저 인터페이스 플로우차트

- 메인 윈도우는 크게 최상단의 메뉴 바(Menu Bar), 좌하단의 4분할 3차원 가시화 창, 우상단의 

기상 정보 및 미니맵 패널, 우하단의 데이터 패널로 구성하였음

- 최상단 메뉴 바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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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 메인 기능 버튼 및 일시 표시 상단 바(bar) 구성

- 최상단 바 각 영역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View 버튼; 단일 뷰-쿼드 뷰 토글

② Object 버튼; 해저 플랫폼 모델 로딩

③ Layer 버튼; 수심별 해류 정보 표시 모드

④ File 버튼; 수신 데이터 임포트, 익스포트, 리플레이

⑤ 현재 데이터 기준 날짜

⑥ 현재 데이터 기준 시각

- 좌하단은 4분할 3차원 가시화 창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시험평가선의 윗면, 전면, 측

면, 측상의 4면을 제공함

- 우상단의 기상정보 및 미니맵 패널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음

❙그림 2-3-22❙ 항해 정보 및 날씨, 온･습도 정보 패널

- 우상단 패널 각 영역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실시간 날씨

② 실시간 기온 ‘기온: ℃’ 텍스트 출력

③ 실시간 습도 ‘습도: %’ 텍스트 출력

④ 실시간 풍향 방위계

⑤ 실시간 풍속 ‘풍속: m/s’ 텍스트 출력

⑥ 미니 맵: 2차원 지도 상 위치 표시

⑦ 실시간 선박의 좌표 값

⑧ 실시간 선박의 운항 속력

⑨ 실시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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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맵은 코너 버튼 클릭 시 우상단 패널 전체로 확장되어 나타남

- 미니맵에서는 FreeView 상태일 때 지도상을 자유 탐색할 수 있으며, Ship 버튼을 누르면 지

도 중앙 위치가 시험평가선 위치로, MiniSub 버튼을 누르면 해저 오브젝트 위치로 고정되도

록 정의하였음

❙그림 2-3-23❙ 미니맵 확대 상태에서 해저 오브젝트 위치 표시 화면

- 날씨와 기온 및 습도 등은 직관적 시인성을 위해 아이콘을 정의하여 사용하였음

❙그림 2-3-24❙ 기상, 기온, 습도 아이콘 종류

- 우하단의 데이터 패널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음

❙그림 2-3-25❙ 각종 센서 데이터 수신 및 표시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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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단 패널 각 영역은 탭(Tab)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데이터 출력 영역

㉠ ‘데이터 명 : 데이터 값’ 텍스트 출력

㉡ 영문, 한글 - 맑은 고딕, 사이즈 – 11pt
㉢ 전각문자 기준 가로 13글자, 세로 20줄까지 텍스트 출력

㉣ 텍스트 사이에 한 줄의 공백이 존재

㉤ 경계 단계 폰트 색상이 단계에 따라 검정 -> 주황 -> 빨강 순서로 변경

② 미확인 메시지 확인 안내 메시지 출력

㉠ ‘미확인 메시지가 {n}개 있습니다.’라는 텍스트 출력

㉡ 영문, 한글 - 맑은 고딕, 사이즈 – 12pt
㉢ 텍스트는 제목 영역에서 좌측 하단에 정렬

③ 데이터 윈도우 탭

㉠ 기본 값으로 지정

㉡ 클릭 시 데이터 윈도우 출력

④ 메시지 윈도우 탭

㉠ 클릭 시 메시지 윈도우 출력

⑤ 서버 윈도우 탭

㉠ 클릭 시 서버 윈도우 출력

⑥ 그래프 윈도우 탭

㉠ 클릭 시 그래프 윈도우가 좌측 3차원 가시화 영역에 오버레이됨

- 서버 윈도우 탭에서는 현재 연결된 서버 상태를 표시하며, 서버 연결이 끊어진 경우,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실행 초기의 서버 연결 화면으로 다시 전환되어 끊어진 서버 포트에 대해 다

시 연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그림 2-3-26❙ 수신 데이터 표시

   

❙그림 2-3-27❙ 서버 연결 상태 표시

- 그래프 윈도우는 각 센서 정보 그룹들에 대해 수치 값들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며, 시간 변

화에 대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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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8❙ 각 센서 데이터별 그래프 윈도우

- 수심별 해류 정보를 직관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레이어 형태의 2차원+3차원 GUI를 설계하

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음

❙그림 2-3-29❙ 수심별 해류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레이어 형태 GUI 구성

- 이의 각 영역별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메뉴 레이어 버튼

  ② 레이어 버튼 클릭 시 나타나는 플로팅 윈도우 (지정된 간격과 최대 심도에 기반한 

레이어 생성)

㉠ 최대 심도 입력칸

㉡ 레이어 간격 입력칸

㉢ 레이어 투명도 값 조절 막대

㉣ 레이어 투명도 기능 적용 온/오프

㉤ 각 레이어 수심 및 유속 표시

③ Top view 레이어

㉠ 지정된 레이어 투명도 상태로 아래까지의 레이어가 보이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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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ront view 레이어

㉠ 레이어의 간격과 개수 확인용 정면 뷰

⑤ Left view 레이어

㉠ 레이어를 옆에서 보는 시점

⑥ Free view 레이어

㉠ Free view에서는 보는 방식에 따라 다른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레이어의 모습

도 변화됨

- 실제 레이어는 선박 바로 밑에 반투명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레이어별 해류 정보 표

현을 위한 방향성 오브젝트가 나타남

❙그림 2-3-30❙ 수심별 해류 정보 표시를 위한 레이어 GUI

- 플로팅 윈도우에 표시되는 각 레이어 정보에는 유속 옆에 유속의 강도를 색상으로 표시하는 

컬러바를 배치하여 레이어별 유속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해수면과 레이어가 반투명하게 나타나면 해수면에 가려 있던 해저 지형이 가시화되어 나타남

- 3차원 가시화 창에 표시되는 레이어 데이터 오브젝트의 구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음

❙그림 2-3-31❙ 레이어 정의

     

① 레이어 번호: 선박과 가까운 레이어부터 오름차순으로 번호 표시

② 유속: 해당 레이어에서의 유속 표시

③ 해수면과의 거리: 해수면과 레이어 사이의 거리 표시

④ 경고 단계: 경고 단계에 따라 3가지 색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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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데이터 수신 및 처리를 위한 병렬처리형 아키텍처 설계

◯ 데이터 무결성 보장이 가능한 멀티 쓰레드 처리 구조 설계

-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 정보에는 날씨부터, 선박, 해저 플랫폼, 기타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다

양한 데이터들이 있음

- 각 센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서버가 TCP/IP 통신을 통해 수합하며, 특정 센서 장비

나 높은 처리 속도를 요하는 정보들의 경우 RS-232C나 UDP/IP 통신을 통해 수신 됨

- 수신된 각종 데이터는 원본 형태 그대로 지정된 TCP/UDP 포트 채널로 재전송할 수 있으며, 

현재 데이터 서버는 UDP/IP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통해 내부망으로 데이터를 공유함

- 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수신하는 경우, 우선 실시간 통

신 능력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멀티 쓰레드 프로그래밍 및 공유 자원 관리 설계

가 필수적임

- 이는 뮤텍스(Mutex)와 세마포(Semaphore) 기능을 이용하여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으로써 가능함

- 특히 다중 소켓 통신을 통해 수신되는 데이터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내부의 메인 데이터베이

스에 안정적으로 업데이트 될 때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였음

❙그림 2-3-32❙ 뮤텍스 메커니즘

- 여러 센서로부터 시간차를 두고 다른 빈도로 수신되는 데이터를 동일한 시간 기준으로 동기

화 시키는 기능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타임스탬프를 생성하여 각 데이터에 적용

함

❙그림 2-3-33❙ 수신 빈도가 상이한 데이터들의 동기화

◯ 다중 소켓 통신 구조 설계

- 데이터 서버로부터 UDP/IP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크게 4개의 포트를 통해 수

신됨

- HiPAP, Trimble, WaveRadar, Hydrins 센서를 통해 시험평가선의 위치‧속도‧방향, 파고, 유속, 

해저 오브젝트의 위치‧방향, 시간 등의 데이터들이 상기 채널로 수신됨

- 이를 위해 4개 포트에 대해 멀티 쓰레드 기반으로 다중 소켓 통신을 수행하여 센서 정보들을 

지연없이 동시 수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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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 내보내기 및 재연(리플레이) 기능 설계

- 데이터 처리는 기본적으로 미니 RDBMS인 SQLite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함으

로써 데이터 무결성과 검색 성능을 확보하였음

- 데이터를 외부 파일로 저장(export)할 시에는 추후 읽기 및 편집의 범용성을 위해 

CSV(Comma-Separated Values) 기반의 플레인 텍스트 포맷을 사용하였음

-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날짜별로 수합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다시 읽어 들일 수 있음

❙그림 2-3-34❙ 수신된 데이터의 파일로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읽어들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대신 지난 데이터를 재

연(replay)할 수 있음

❙그림 2-3-35❙ 가져오기된 이전 데이터의 재연(리플레이)

- 재연 시에는 시뮬레이션 플로팅 윈도우를 제공하여 플레이 시점과 배속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그림 2-3-36❙ 재연 컨트롤러

① 타임라인 바: 시뮬레이션의 재생 시점을 확인하고, 클릭 혹은 드래그하여 이동

② 재생/일시정지 버튼:현재 시뮬레이션을 재생/일시정지

③ 정지 버튼: 시뮬레이션을 정지하고 타임라인을 초기화

④ 뒤로 감기 버튼: 시뮬레이션 10초 뒤로 감기

⑤ 앞으로 감기 버튼: 시뮬레이션 10초 앞으로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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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배속 조절 메뉴: 시뮬레이션의 재생 배속 설정 (x 0.25 / 0.5 / 1.0 / 2.0 / 3.0)

⑦ 닫기 버튼: 시뮬레이션을 종료 및 팝업 창 닫기

□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현

◯ 3차원 엔진 기반 3차원 가시화 및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구현

-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최종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2-3-37❙ 4분할 3차원 가시화 창

- 4분할 3차원 가시화 창에는 각각 카메라 프리셋이 정의되어 있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지

정된 카몌라 시점에서 시험평가선 혹은 해저 오브젝트를 관찰할 수 있음

- 4분할 3차원 가시화 창 중 1개를 선택하여 단독으로 확대하여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음

❙그림 2-3-38❙ 단독 확대 3차원 가시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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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3차원 가시화 창 상단 최좌측에는 관찰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배치하

여, 유저가 시험평가선, 해저 오브젝트들을 선택할 수 있음

❙그림 2-3-39❙ 해저 피평가물 3차원 가시화 (좌: 대상 선택, 우: 해저 오브젝트 가시화)

 

◯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작성

- 프로그램 기본 GUI 구조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용성 제고

□ 실시간 모니터링 활용

◯ 실시간 데이터 취합 서버 연동

- 프로그램 실행 시 데이터 서버 연결 화면이 최초로 나타나며, IP주소와 포트 번호를 설정하여 

데이터별 통신 채널 연결

- 데이터 리플레이만 하는 경우 등 실시간 데이터 수신이 필요 없는 경우 좌상단 버튼을 클릭

하여 서버 연결 없이 진행 가능

- 한 번 설정한 서버 정보는 config.ini 파일에 자동 저장되고, 이후 다시 프로그램 실행 시 저

장된 정보가 자동 로딩됨

❙그림 2-3-40❙ 데이터 서버 연결 화면

- 데이터 서버가 취합한 HiPAP, Trimble, WaveRadar, Hydrins 센서 정보들을 UDP/IP 브로드캐

스트 패킷으로 수신하여 모니터링 정보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장영실 호 시험운항 시 모니터링 랩에 설치된 전용 그래픽스 워크스테이션과 대형 디스플레

이상에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행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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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 시험평가선 모니터링 랩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상의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화면 사진



- 214 -

2-3-3 수중위치추적시스템

□ 수중음향 위치추적 기법 및 방식 검토

- 수중음향 위치추적 기법

     * LBL(Long BaseLine)

     * USBL(Ultra Short BaseLine)

     * Tracked by surface ship

     *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 DVL -added INS 

     * Map-based Navigation

     *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 수중음향 위치추적 기법 비교

Type
SBL 

(Short baseline)

USBL 

(UltraShort baseline)

선박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시스템

LBL 

(Long baseline)

Baseline

Length
20m to 50m <10cm  100m to 6,000+

Principle

Measurement of the relative 

arrival times at three or more 

vessel mounted hydrophones

Measurement of the relative 

phases of the acoustic signal 

received by closely spaced 

elements in a single hydrophone

Measurement of the slant 

ranges from three or more widely 

spaced transponder

Advantage

• Low system complexity

• Good range accuracy

• Ship based system

• Small transducers

• Low system complexity

• Ship based system

• Only a single transceiver

• Good range accuracy

• Very good position accuracy

• Observation redundancy

• High relative accuracy 

positioning over large areas

• Small transducer

Disadvantage

• Large baselines

• Very good calibration 

required

• Accuracy depends on ship's 

gyro and VRU

• >3 transceiver needed

• Detailed calibration required

• Accuracy depends on ship's 

gyro and VRU

• Minimal redundancy

• Large transceiver gate valve or 

pole required

• Complex system

• Large arrays (expensive)

• Long deployment /recovery 

time

• Comprehensive calibration at 

each deployment required

❙표 2-3-5❙ 수중 위치측정 기법

- LBL의 주파수별 성능비교

   * 12kHz의 경우 최대 10km레인지, 정밀도 +/- 0.1~10m, 갱신주기 10~20초

   * 300kHz의 경우 최대 100m레인지, 정미로 =/-0.002m, 갱신주기 0.2~1초

LBL freq. Measure variables Range Precision Update rate

12kHz XYZ-position 10km +/-0.1~10m
0.1~0.05Hz

(10~20sec)

300kHz XYZ-position 100m +/-0.002m
1~5Hz

(0.2~1sec)

❙표 2-3-6❙ LBL 주파수별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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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위치추적 오차의 저감 방법

- USBL 캘리브레이션

   * 정열오차는 중요한 위치 오차를 유발

   * 해상에서 추가 하드웨어 없이 진행하는 USBL 캘리브레이션은 아주 중요한 작업

- 오차의 요인

   * 음향계측오차

Ÿ 랜덤 계측오차

Ÿ 음속 프로파일의 부정확도

ü 수층 차이에서 굴절 보상 부정확도

ü 하이드로폰 증폭기에 미치는 배나 환경 노이즈

ü 레인지 평균오차는 약 0.5%, 베어링 각도 평균오차는 약 0.1도(1시그마)

   * 수직각과 헤딩 오차

Ÿ GPS와 자이로컴퍼스로 얻어지는 센서 오차는 약 0.1도(1시그마)

   * 선박의 위치

Ÿ GPS 오차 약 1~10m (depend on the distance of the reference station)

   * 타이밍

Ÿ 선박 위치 자세 및 헤딩과 음향 측위의 정확한 동기화 필요

Ÿ 10ms 타이밍  오차는 0.1도의 각도 에러 유발

- 선박 이용 USBL 위치 정렬 사례

❙그림 2-3-42❙ 선박 이용 USBL 위치 정렬 사례

출처: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연차실적 보고서 4-5

   * 붉은 실선은 선박의 궤적이며 파란색 점은 USBL로 추적한 TR로 넓은 영역 노이즈 존재(좌측)

     * 우측은 캘리브레이션된 TR의 위치로 좁은 영역으로 수렴하였음

- 오차모델

- 정렬문제

   * Systematic error rather than random

   * 선박에 부착된 음향 계측 좌표에서 발생

   * 위치오차가 선박의 움직임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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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오차가 레인지에 비례해서 증가

   * 비정렬 파라미터는 MRU, GPS안테나 설치 각도나 휴대용 시스템의 음향베이스를 설치

할 때마다 변함

   * 대상 제품군은 중주파수 대역(15~30kHz)의 수심 3,000m이상 급에 대한 상용 제품 비교  

- 캘리브레이션 절차

        

        

   * 고정된 비이콘에 대해 충분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계측하여 저장한다. 이때 선박의 경

로는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하학적 경로를 그려야 한다. 

각도 옵셋을 이용하여 위치를 보정한다.

   * 보정된 각각의 위치에 대해 현재의 기준 위치에 대한 상대 오차를 계산한다.

               

   * 각도 비정렬 오차와 위치 오차의 합을 최소화 하는 갱신된 비이콘의 기준위치를 찾는 

문제.

              

   * 식별된 비정렬상수를 계측 데이터에 적용한다. 위치 데이터는 비상관 노이즈 클라우드

를 형성한다. 클라우드의 센터가 비이콘의 위치가 된다.

- 이상점제거

   * Travel time rejection (in time domain) during initialization

   * Fix rejection (in spatial domain) during filtering

- 이상점 제거 사례 분석

   * USBL 데이터 취득 조건

Ÿ 사용센서: Posidonia 6000 USBL system

Ÿ 서태평양 필리핀해 수심 4,743m 해저에 2m간격으로 정지 중인 두 개의 트랜스폰

더의 위치데이터를 20분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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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8❙ 선박 이용 USBL 계측 위치 정보 사례 

출처: 다관절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최종보고서

   * Outlier(Median - sima/5) 제거 :

Ÿ 정지상태 데이터 구간중, 중간값에서 표준편차의 1/5(약 40~50m)을 벗어나는 데이

터 제거

   * 셔틀의 USBL 위치

Ÿ 표준편차(w. outlier): 236.1(X), 263.1(Y)

Ÿ 표준편차(w.o outlier): 13.2(X), 12.8(Y) 

   * CR6000의 USBL 위치

Ÿ 표준편차(w. outlier): 208.2(X), 232.4(Y)

Ÿ 표준편차(w.o outlier): 12.8(X), 12.8(Y)

- 이상점 제거 전후의 위치 비교

❙그림 2-3-49❙ 선박 이용 USBL 계측 위 정보 이상점 제거 사례 

출처: 다관절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최종보고서

  Outlier제거 전: 525774.5, 3285699.1  Outlier제거 후: 525752.5, 3285647.1

  Outlier 제거 전후 56.5m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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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음향 위치추적시스템 비교분석

- USBL 트랜시버 상용제품 비교 분석

   * SBL은 USBL 또는 SSBL로 대체되는 추세로 업체 주력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

   * 인지도 높은 4개의 대기업 제품과 독일의 중소기업 제품을 비교 분석함

   * 시험평가선 설치 위치/장소에 따라 제조사 및 제품 선택 필요

   * 대상 제품군은 중주파수 대역(15~30kHz)의 수심 3,000m 이상 상용제품 비교

❙그림 2-3-50❙ USBL 트랜시버 상용제품 비교

- USBL 및 LBL 트랜폰더 상용제품 비교 분석

   * Transponder의 경우 수심과 적용 시스템에 따라 크기와 정밀도가 다양함

   * 사용 목적, 추적 정밀도 및 설치 대상 시스템에 따라 크기와 사양 선택이 필요

   * 대부분의 Transponder는 USBL과 LBL 모드로 사용 가능

   * 중주파수 대역의 제품들에 대해 비교 분석 수행 

❙그림 2-3-51❙ USBL 트랜스폰더 상용제품 비교

- LBL 트랜시버 상용 제품 비교 분석

   * LBL Tranceiver의 경우 수심과 내장 센서 정밀도, 설치 거리 따라 모델이 분류되어 있

으며, 제조사 별로 형상과 크기가 많은 차이를 보임 

   * 사용 목적, 추적 정밀도 및 설치 대상 시스템에 따라 제조사 선정이 우선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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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 분석은 제조사별 LBL 시스템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에 대해 수행

❙그림 2-3-52❙ LBL 트랜시버 상용제품 비교

   * 일반적으로 선박에 장착되는 Transceiver는 선박의 선저에 설치되어, 사용 시에는 구

멍(Hall)을 통해 선저로 노출되어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위치를 제공함

   * 사용이 종료되면 다시 선측 내로 이동되어 보호되며, 이를 위해 선박은 추가 지원 장

치를 갖춤

❙그림 2-3-53❙ 트랜스시버 선저 설치 예시

 

   * 상기 시스템은 선박 건조 당시에 사전에 고려되어야 한며, 이를 고려하지 못한 선박의 

경우, 이를 설치하기 위한 선박 개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됨

   *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선측에 파이프 구조물을 끝단에 Transceiver를 부착시켜서 설

치․회수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Transceiver가 수중에 장착되었을 때, 선저보다 충분히 아

래쪽에 위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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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은 해양장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기 위함하며, 상기 방법은 선저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아래의 단점을 가짐

Ÿ 설치․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Ÿ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 민감하다

Ÿ 캘리브레이션 수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야 한다

Ÿ 선박 이동과 함께 수중위치를 측정할 경우,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3-54❙ 트랜스시버 선측 설치 예시

   * 시험지원 선박의 경우, 해양장비의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중위치 측정시스템과 함께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을 갖추어야 함

   * 이들 두개의 장치는 서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며, 대부분의 DPS 장치는 수중음향

측정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규격화 되어 있음 

   * DPS 시스템은 수중 위치측정시스템으로부터 측정되는 물체의 이동 경로를 따라 자동

적으로 추적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

❙그림 2-3-55❙ 수중위치측정을 위한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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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평가선 위치측정 및 추적 실해역 성능 검증

○ 시험평가선 수중위치측정 실해역 성능 실험

Ÿ 시험평가선에 장착된 수중위치 측정장치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해역 실험을 수행함

Ÿ 측정된 위치오차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폭 10m의 이상의 구조물 양 끝에 두 개의 트랜스폰

더(M28, M29)를 설치함

Ÿ 설치된 트랜스폰더 사이의 거리는 9.26m로 측정됨

Ÿ 시험평가선(장영실호)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랜스폰더가 설치된 구조물을 수중으로 진수시킨 

후, 트랜스폰더의 위치를 측정함

❙그림 2-3-56❙ 장영실호 수중위치 실해역 성능실험 장면

Ÿ 필터처리된 M28, M29 사이의 평균거리는 9.109m로 분석됨

Ÿ 설치된 수중위치측정장치의 평균측정 거리오차는 0.151m임

Ÿ 오차 범위는 1.63%(평균)로 나타남 

* 실험 결과 그래프에서 녹색은 필터링처리 전의 위치측정 결과임

* 그래프의 붉은색은 필터처리 후, M28 트랜스폰더의 수중위치 결과임

* 그래프의 파란색은 필터처리 후, M29 트랜스폰더의 수중위치 결과임

❙그림 2-3-57❙ 장영실호 수중위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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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평가선 해양장비 위치추적 실해역 성능 실험

Ÿ 수중건설로봇에 개발된 URI-L를 이용한 시험평가선의 해양장비 위치추적 실해역 성능실험을 

수행함

Ÿ 2021년 10월 18일, URI-L을 이용한 울릉도 부근 배관조사에서의 수중위치 측정데이터로부터 

분석함

Ÿ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USBL로부터 수집된 위치값, 붉은색은 필터처리된 결과임

Ÿ 장영실호에 장착된 수중위치 측정장치는 해양장비를 매우 잘 추적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2-3-58❙ 장영실호 활용 실해역 URI-L 수중위치 추적 결과



- 223 -

2-4. 시험평가선 통합운영체계 구축

2-4-1 선박운영관리 매뉴얼과 절차서

□ 선박운영관리 매뉴얼

Ÿ 선박 운영과 관련하여 국제해상 안전협약과 국제 표준에 준하는 보건(Health), 안전(Safety), 환

경(Environment)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상에서의 안전보장, 인적재해 및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 예방을 도모함에 있다.

Ÿ HSE 시스템 적용 범위
  HSE 시스템은 국내 및 국외 항구를 운항하는 시험평가선 및 시험평가선박에 근무하거나, 안
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에 적용한다.  

Ÿ HSE 시스템 적용 규격 및 법규
- 적용규격 - ISM / ISPS Code, IMO 국제해사협약 (SOLAS, MARPOL, STCW, MLC )

- 강제법규 및 규정 - 국내법규(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급, 기타 강제법규 및 규칙

- 기타 관련해사단체의 권고된 코드, 지침, 기준과 터미널 및 관련기관의 요구사항

Ÿ HSE 시스템의 구성
- 안전, 품질, 환경, 경영방침 및 목표

- 선박의 안전운항,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절차 및 지침

- 직원과 선원에 대한 권한의 부여 및 의사소통체계

- 부적합 및 사고의 보고절차

-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처리절차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절차 

Ÿ HSE 시스템의 구조

❙그림 2-4-1❙ HSE 시스템 문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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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험평가선 HSE 매뉴얼

- HSE 시스템 최상위 문서로 안전, 품질, 환경, 경영방침 및 목표,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을 기술

-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회사의 방안을 제시한다.

- 시험평가선 HSE 관리 시스템의 모든 절차를 포함하거나 참조하도록 기술 

Ÿ 시험평가선 HSE 절차서

- HSE 관리 시스템 차 하위 문서로 업무수행 절차를 기술

- 기술범위 및 상세 정도는 업무의 복잡성, 사용되는 방법, 업무수행 인력의 인원이 필요로 하

는 기능으로 교육훈련 정도에 따라 결정함             

Ÿ 기록

- HSE 관리 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

- 이행된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써 제공

□ 시험평가선 HSE 매뉴얼과 절차서 주요사항

Ÿ 시험평가선 HSE 절차서는 국제해상 안전협약(SOLAS)에 기본한 ISM(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코드에 준하여 구축하였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1❙ 시험평가선 HSE매뉴얼과 절차서의 구성

ISM Code적용 ISM Code 요구사항
HSE 매뉴얼

(HSE/1.1/HSEM)
 HSE 관련절차서
(HSE/2.1/HSEP)

K1. 일반사항

K1.1 정의
ISM Code 1.2 목표
  1.2.1 ISM Code의 목표는 해상안전, 인명손상 방지, 
환경 특히 해양환경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을 보장
하는 것이다.  
  
  1.2.2 사업장의 안전관리목표는 특히 다음과 같아야 
한다.  
  1)선박의 안전운항 실무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2)선박, 인원과 환경에 대하여 식별된 모든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안전장치의 수립; 및 .3 안전 및 환경보호
에 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육상 및 해상직원의 지속
적인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1.2.3 안전관리체제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강제 법규 및 규칙의 준수 및 국제해사기구, 기국
정부, 선급 및 해사단체에 의하여 권고된 적용 가능한 
규약, 지침 및 기준에 대한 고려 
 
ISM Code 1.3 적용
  1)이 ISM Code의 요건은 모든 선박에 적용될 수 있
다. 
 
ISM Code 1.4 안전관리체제(SMS)의 기능적 요건
  모든 사업장은 다음의 기능적 요건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
  2)관련 국제 협약 및 기국의 법령에 따라 선박의 안
전운항 밀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절차 및 지침
  3)육상 및 해상 직원간에 그리고 그들 각자간에 지휘
체계 의사소통 체계의 규정
  4)이 ISM Code의 요건에 따른 사고 및 부적합사항의 
보고 절차

제1장. 일반사항
1.1 회사연혁
1.2 적용범위 및 분야
1.3 시험평가선 HSE관리시
스템의 구성 및 운용
1.4 시험평가선 HSE관리시
스템의 문서화 체계
1.5 조직도
1.6 용어정의 및 약어
1.7 관련절차서

HSEP-01
 : 표준문서관리
HSEP-03 
 :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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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절차
  6) 내부심사(감사) 및 관리검토 절차. 

K2. 안전 및 
환경보호방침

ISM Code 2.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 
  
  2.1 사업장은 1장 1.2항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방법을 
기술한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사업장은 육상 및 해상의 모든 계층에서 이 방침
이 실행되고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방침 및 목표
2.1 회사의 미션
2.2 회사의 비전
2.3 안전관리 목표
2.4 안전관리 방침
2.5 환경방침
2.6 약물및알코올방침
2.7 보건방침
2.8 방침의숙지및이행
2.9 관련절차서

HSEP-01 
 : 표준문서관리

K3. 사업장의 책임 
및 권한

ISM Code 3. 사업장의 책임 및 권한
  
  3.1 선박운항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가 선주가 아
닌 경우, 그 선주는 그러한 주체의 성명과 세부사항을 
기국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사업장은 안전 및 오염방지에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모든 직원의 책
임, 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3.3 사업장은 안전관리책임자(들)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자원 및 육상지원의 제공
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3장 회사의책임과권한
3.1 최고경영자
3.2 안전관리책임자
3.3 직무의 위임 및 대행
3.4 안전관리 조직
3.5 별표
-1책임권한상호관계
-2육상조직업무상호관계
-3육상조직업무분장표
3.6 관련절차서

HSEP-05 
 : 육상직원관리

K4. 
안전관리책임자

ISM Code 4. 안전관리책임자(들)
  
사업장은 각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사업장과 선
박직원 간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들)로 지정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책임 및 권한에는 각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를 모니터링하고 또한 적절한 자
원과 육상의 지원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DP)
4.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
전관리자의 자격
4.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
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4.3 방선 점검
4.4 별표
 -안전관리자책임자 및 안
전관리자의 기준 및 인원
4.5 관련절차서

HSEP-05 
 : 육상직원관리
HSEP-21 
 : 운항업무

K5. 선장의 책임과 
권한

ISM Code 5. 선장의 책임 및 권한
  
  5.1사업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
히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의 이행;  
  2) 그 방침을 준수하도록 선원에게 동기부여;  
  3) 간단 명료한 방법으로 적절한 명령 및 지침의 하
달  
  4) 규정된 요건이 준수되는지 검증 및  
  5) 주기적으로 안전관리체제 검토하고 그 결함사항을 
육상의 경영층에게 보고. 
  
  5.2 사업장은 본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체제
에 선장의 권한을 강조하는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선장이 안전 및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결정
을 내리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지원을 요
청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책임 및 권한을 갖도록 사업
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5.1 일반사항
5.2 선장의 책임과 권한
5.3 선장의 최우선적인 책
임과 권한
5.4 별표
 -선내 조직의 직무분장 
및 상호관계
5.5 관련절차서

HSEP-15 
 : 선원관리

K6. 자원 및 인원

ISM Code 6. 자원 및 인원
  
  6.1사업장은 선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적절한 지휘 능력이 있고 
  2) 선장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3) 선장의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선장이 받고 있음을 보장
  
  6.2사업장은 각 선박에 다음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국내 및 국제 규정에 적합한 자격과 증서를 갖추
고 의학상 건강한 해상직원이 배승되고
  2) 선박의 모든 운항조건하에서 안전운항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배승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6.3 사업장은 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신입직원 

제6장 자원 및 인원
6.1 일반사항
6.2 선장의 자격
6.3 선원의 채용 및 배승
6.4 선장에 대한 물적자원 
및 정보의 제공
6.5 교육훈련
6.6 의사소통
6.7 관련절차서

HSEP-15 
 : 선원관리
HSEP-16 
 : 선원교육훈련
HSEP-17 
 : 선내교육훈련
HSEP-18 
 : 선원건강 및 근로
휴식시간 관리
HSEP-19 
 : 마약 및 알코올통
제
HSEP-20 
 : 선원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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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새로운 직무를 맡은 전입직원이 해당 직무에 익숙해
지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출항전에 제
공해야 할 필수 지침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배부하여
야 한다.
  
  6.4 사업장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관련 법규, 규칙, 규약 및 지침을 적절히 이
해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6.5 사업장은 안전관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
육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식별된 교육훈련은 모든 관련 인원에게 제공되도
록 보장하여야 한다 

  6.6 사업장은 안전관리체제의 해당업무에 관한 정보
를 해상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언어 또는 그들이 알
고 있는 언어로 제공받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6.7 사업장은 해상직원이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직
무를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K7. 선박운항

ISM Code 7. 선박운항 
  사업장은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필
수적인 선박업무를 위한 적절한 점검표를 포함하는 절
차,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는 규정되어야 하며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제7장 선박운항
7.1 일반사항
7.2 필수적인 선박운항업
무
7.3 육 해상 책임자의 자
격
7.4 관련절차서

HSEP-04 
 : 협력업체관리
HSEP-05 
 : 육상직원관리
HSEP-09 
 : 시험평가선 운영
HSEP-10
 : 항해업무
HSEP-11 
 : 선박통신관리
HSEP-12
 : 선박보안관리
HSEP-13
 : 운항업무
HSEP-14
 : 환경보호
HSEP-15
 : 선원관리
HSEP-21
 : 안전관리
HSEP-24 
 : 위험성평가
HSEP-25
 : 변화관리

K8. 비상대책

ISM Code 8. 비상대책 
  8.1 사업장은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비
상상황을 식별하고, 비상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8.2 사업장은 비상대응을 위한 훈련 및 연습 프로그
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8.3 안전관리체제는 사업장의 조직이 선박과 관련된 
위험, 사고 및 비상상황에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장 비상대책
8.1 일반사항
8.2 선박에서의 비상상황
8.3 비상대응훈련
8.3.1 비상대응훈련을 위한 
규정
8.3.2 비상대응 조직
8.4 관련절차서

HSEP-22
 : 사고조사 및 분석
HSEP-23 
 : 비상대응

K9.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상황에 대한 
보고 및 분석

ISM Code 9.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상황에 대한 보
고 및 분석

  9.1 안전관리체제에는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상황
이 사업장에 보고되고, 안전 및 오염방지 업무를 개선
할 목적으로 조사되며 분석되도록 보장하는 절차가 포
함되어야 한다.  

  9.2 사업장은 재발방지 조치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실
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장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관리
9.1 일반관리
9.2 부적합사항의 관리절
차
9.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
9.4 관련절차서

HSEP-06 
 : 부적합 관리
HSEP-22 
 : 사고조사 및 분석

K10. 선박 및 
설비의 정비

ISM Code 10. 선박 및 설비의 정비

  10.1사업장은 선박이 관련 법규 및 규칙 그리고 사업
장이 수립한 모든 추가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보
장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장 선박및 설비의 정
비
10.1 일반사항
10.2 정비체계
10.3 정비절차
10.4 중대장비 및 기술시

HSEP-27
 : 보수정비
HSEP-28 
 : 보급관리
HSEP-29 
 : 선급 및 외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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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선 HSE 절차서는 상기의 표 2-4-1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적인 요구사항은 ISM 코드를 적용하였음

  10.2사업장은 10.1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
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주기로 검사
  2) 모든 부적합사항은 파악된 원인(원인을 아는 경우)
과 함께 보고
  3) 적절한 시정조치의 실행 및  
  4) 이러한 활동 기록의 유지.

  10.3 사업장은 갑자기 기능이 정지하면 위험한 상황
을 초래할 수 있는 설비 및 기술체제를 식별하여야 한
다. 안전관리체제는 그러한 설비 또는 체제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수단에는 예비기기 및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설
비 또는 기술체제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10.4 제 10.3항의 수단 및 10.2항의 검사는 통상의 선
박 정비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스템
10.5 육상사무실 및 선박
의 기반구조
10.6 업무환경
10.7 관련절차서

검사 수검

K11. 문서화

ISM Code 11. 문서화

  11.1 사업장은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1.2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유효한 문서가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활용 가능할 
것
  2) 문서를 개정하는 경우 권한이 부여된 직원이 검토 
및 승인할 것
  3) 폐지된 문서는 신속히 제거할 것. 
  
  11.3 안전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문서를 ‘안전관리문서(Safety Management 
Manual)’라고 칭할 수 있다. 
  문서관리는 사업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형
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각 선박에는 그 선박에 관련
된 모든 문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제11장 문서 및 기록관리
11.1 일반관리
11.2 문서관리
11.3 기록관리
11.4 관련절차서

HSEP-01 
 : 표준문서 관리
HSEP-02 
 : 외부출처문서 관
리
HSEP-03 
 : 기록 관리

K12. 사업장의 
검증, 검토 및 

평가

ISM Code 12. 사업장의 검증, 검토 및 평가
  
  12.1 사업장은 안전 및 오염방지 활동이 안전관리체
제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12개월을 넘지 않는 간
격으로 육상 및 선박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예외 적인 상황인 경우, 내부심사 시기는 최대 3
개월 이내로 연장 될 수 있다. 

  12.2 사업장은 위임된 안전관리체제 업무들이 ISM 
Code에 따른 사업장의 책임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12.3 사업장은 수립된 절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
전관리체제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2.4 감사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12.5 감사를 시행하는 직원은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
상 실행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감사 직원과 독
립되어야 한다. 

  12.6 감사 및 검토의 결과는 관련분야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인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12.7 관련분야의 관리책임자는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제때에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장 내부심사 및 경영
검토
12.1 일반사항
12.2 내부심사
12.3 경영검토
12.4 기록관리
12.5 관련절차서

HSEP-06 
: 부적합 관리
HSEP-07 
 : 내부심사
HSEP-08 
 : 경영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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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온라인 기반의 선박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선박 운영 관리시스템

Ÿ 온라인 기반의 시험평가선 실시간 선박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박과 육상에서 실시간

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선박과 육상간에 지원과 협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박 운영 관리 시

스템을 구축

❙그림 2-4-2❙ 온라인 기반의 선박운영관리 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기능

Ÿ 선박 관리시스템은 각 Section별 정보 공유를 위하여선박과 육상 시스템, 수리/보급 협력 업체 

간에 Digital Ship 체계로 운영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선박관리 종합 운영시스템 구축

Ÿ 선박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선박 성능 유지를 위하여 PMS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비 사고 이전에 계획적인 예방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장비 고장으로 인한 선박 운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선박 승조원과 승선하는 연구원의 안전을 도모함

- 시스템 기능 설명

1 선박운항 선박 운항에 필요한 각종 문서 수·발신

2 PMS 예방정비 선박장비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정비 관련 내용

3 구매/보급 관리 기부속, 선용품, 유류등의 구매 요청 관리

4 작업수량 관리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한 계획·기록 관리

5 수리 관리 장비등의 수리 계획, 인력지원 및 정비 기록관리

6 선박검사 법정검사, 일반검사등 계획과 기록 관리

7 도면관리 선박 도면 유지와 최신화에 대한 관리

8 자재관리 선용품, 기부속등의 재고, 유효기간 등의 관리

9 등록관리 각종 인증서, 검·교정 기록 관리

10 규정관리 국제법, 해사안전법등의 각종규정 최신화 관리

11 Notice 관리 선박 운항 및 승조원 회람 문서 수·발신 관리

❙표 2-4-2❙ 선박관리 프로그램 목표시스템 기능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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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PMS의 개념

□ 선박운영 관리 시스템 

○ 선박 관리 시스템 구성 메뉴

Ÿ  목표 시스템 기능에 부합하도록 아래의 표와 같이 관리 메뉴를 구성

❙그림 2-4-4❙ 온라인 선박 관리 시스템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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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 메뉴 주요 사항

Ÿ 선박 장비 목록과 PMS 리스트 관리
Ÿ 장비 목록
Ÿ PMS(Planned Maintenance system) 목록 관리
Ÿ PMS 결과 관리
Ÿ 장비 운전시간 관리
Ÿ 도면 관리

Ÿ 장비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부속 목록과 보유 수량, 선박운용에 필요한 선용품의 목록과 
수량을 관리

Ÿ 선박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부속 및 선용품 수량 관리
 : 법정비품 수량 관리

Ÿ 선박 운용에 필요한 매뉴얼, 지침서, 각종 수·발신 공문, 보고서등 문서 종합 관리

Ÿ 선박에서 요구하는 각종 선용품 목록과 선적된 물품의 정보관리

Ÿ 각종 정보 등록 관리
Ÿ 직원정보, 승선원 정보, 각 메이커 정보 등

❙표 2-4-3❙ 선박 관리 시스템 구성 메뉴와 주요사항

□ Equipment List

Ÿ 선박에 설치된 모든 장비를 목록화하여 장비명을 입력하면 장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Ÿ 모든 장비는 대분류로 등록 되어있고 해당 징비를 선택하면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소분류의 

장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4-5❙ 선박 관리 시스템 Equipment List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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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 List

Ÿ 선박에 설치된 모든 장비를 목록화 하여 장비명을 입력하면 장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Ÿ PMS 메뉴 선택시 장비별 요구되는 세부 항목별 정비 부품을 확인할 수 있음

Ÿ 세부 항목별 정비 부품은 운전 시간별, 정비 기간별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차기 정비 일자 

도래일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정비 일자 도래 1개월전, 1주일전 등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지정 

가능함

Ÿ 본 선박 관리 프로그램은 장비 운전시간을 전산화 하여 기록 관리함으로써 기록의 망실을 방

지하고 그 기록을 육상 지원부서에서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함

❙그림 2-4-6❙ 선박 관리 시스템 PMS 메뉴 선택

Ÿ PMS List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편의성 있고 집중된 정보를 제공함

- PMS No., 장비명, 운전시간이나 정비 기간에 관한 Interval

- CMS : 선급이나 외부 주요기관 확인 사항 여부 (CMS)

- Critical Job : 선박의 안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항목에 대한 정보

- Working date, Due date : 최근 정비 일자와 차기 정비 일자

- PMS Detail : 해당하는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운전 기록 확인. 필요한 장비 도면이 링크 되어 

있어 집중된 정보를 한번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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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선박 관리 시스템 PMS Detail 정보창

❙그림 2-4-8❙ PMS 항목 Over Due 알림의 예

□ PMS Result List

Ÿ 정비 결과를 기록함으로서 차기 정비시 참조가 가능하고 정비 기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육상 지원팀에서 해당 결과를 함께 확인하여 작업 결과 확인과 승인 가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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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선박 관리 시스템 PMS Result 메뉴 선택\

Ÿ PMS Result List에 등록된 항목을 선택하면 정비 결과(PMS Result)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기부속의 수량도 동시에 확인 가능하여 기부속 수량관리가 용이함

❙그림 2-4-10❙ 선박 관리 시스템 PMS Job Resul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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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Hour List

Ÿ 장비별 운전 시간을 적산하여 기록하는 리스트로써 분류된 장비명을 선택하면 장비별 운전시

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 기간중 평균 운전 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차기 정비시 필요한 기

부속 수급계획에 활용함

❙그림 2-4-11❙ 선박 관리 시스템 Running Hour List 메뉴 선택

□ Drawing List

Ÿ 선박 도면, 장비별 메이커 도면, 운전 설명서 등을 전산화하여 시스템에 등록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간편한 도면 관리와 도면 최신화가 용이함

Ÿ 도면이나 책자를 항상 수령할 수 없는 선박운용환경을 감안하여 육상지원팀에서 전자파일로 

해당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선박에서는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쉽게 도면 확인 가능

Ÿ 또한 등록된 도면은 PMS Detail 메뉴와 연결되어 사용자가 간편하게 도면 확인 가능

❙그림 2-4-12❙ 선박 관리 시스템 Drawing List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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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e Part List

Ÿ 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법정 필수 기부속을 포함한 모든 기부속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

며, 부족한 기부속의 청구 또한 쉽게 청구 가능

Ÿ 장비별 기부속 상세 정보창을 통하여 현재 사용중인 기부속과 기부속 보유 기준을 파악할 수 

있고 보유 기준보다 선박에 있는 기부속의 수량이 적을 경우 즉시 기부속 청구 요청이 가능

❙그림 2-4-13❙ 선박 관리 시스템 Spare Part List 메뉴 선택

□ Document List

Ÿ 선박과 육상간에 전달 또는 회람이 필요한 문서를 실시간 전달을 통하여 육상과 선박간의 원

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하고,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들을 사전에 전송해 둠으로써 원활한 선

박 운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Ÿ 선박운항에 필요한 문서의 종류는 선박 동향 파악에 필요한 Noon Report, 안전 장비 점검기

록, 연료유 수급 계획, 의약품 관리대장 등 분야별 조류별로 다양하다.

Ÿ 하지만 지류 문서를 수시로 송·수신 할 수 없는 선박의 환경상 전자파일로 된 문서의 실시간 

송·수신은 선박 운용과 육상과 선박과의 협업에 많은 도움을 준다.

Ÿ 본 선박관리 시스템은 문서의 종류, 사용처에 따라 무제한 트리 확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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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 선박 관리 시스템 Document List 메뉴 선택

□ Crew List

Ÿ 승조원 명부는 각종 등록 가능한 리스트 중 한부분이며, 육상과 선박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

는 등록물은 해당 메뉴를 통해서 육상과 선박에서 수시로 등록 및 조회 가능

Ÿ 이러한 리스트를 통해 해상 직원의 인사, 교육, 훈련 만기일 조회 및 기록이 가능하여 승조원 

교대 운영에 활용할 수 있음

❙그림 2-4-15❙ 선박 관리 시스템 Crew List 메뉴 선택



- 237 -

2-4-3 장영실호 진수/회수 운영 절차서

(1) 서론

본 절차서는 장영실호에서 수행될 수중작업 장비의 진수/회수 작업을 위해 작성됐다. 본 절

차서는 Korea Offshore Company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다음 그림은 장영실호의 A-Fream을 도식 및 운용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장영실호에 장착된 

A 프레임을 사용하여 수중작업 장비의 진수/회수를 진행한다.

❙그림 2-4-16❙ Schematic diagram of A 프레임 of Jangyeongsil

(2) 사전점검 사항 및 조건

진수회수 작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소의 인원이 요구된다. 

  - 감독관

  - ROV 파일럿

  - 윈치/A 프레임/크레인 기사

  - Deck 보조관

배치 방법은 테더 시스템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 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진수 및 

회수의 형태를 취한다. 

모든 관련된 안전 정책과 절차는 반드시 이행되고 준수되어야 하며, 브릿지, 감독관, 파일럿, 

크레인 및 윈치 운영자 간의 모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관이 선박의 진수와 회수에 관련된 모든 인원이 자신의 업무와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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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장하기 위한 작업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3) 진수절차

진수절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진수작업 중에 문제점 발견시, 진수작업을 멈

추고, 브릿지-감독관-파일럿-크레인/윈치 운영자 간에 소통이 되어야 한다.

  ① 진수 전에 전체 사전 점검들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② 감독관은 선박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진수 위치에 있는지 브릿지에 보고해야 한다. 

  ③ ROV 사전점검이 완료됐고, 모든 ROV 전원이 꺼져있는 지 확인한다.

  ④ The umbilical Sheave Wheel은 LARS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⑤ ROV를 들어올리고, LARS 제동장치에 걸어야 한다.

  ⑥ LARS를 돌려 진수 위치로 이동시킨다. 이때 umbilical cable을 풀지 말아야 한다.

  ⑦ 콘솔의 계측 전원 스위치를 켠다.

  ⑧ 원격 측정이 작동 중인지 확인한다.

  ⑨ 수평면과 해저GFD를 확인한다.

  ⑩ Gyro 장치를 켠다.

  ⑪ 작업장비의 카메라와 기타 작동 스위치를 켠다.

  ⑫ 작업장비를 시스템을 진수시킨다.

  ⑬ HPR에서 ROV 위치가 확인되면 모선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유지시켜야 한다. 

  ⑭ 감독의 지시에 따라 umbilical cable에 부력재를 고정시키면서, 장비를 하강시킨다.

  ⑮ 장비가 해저면에 접촉할 때까지 계속 진행시킨다. 장비 진수중 파일럿은 모든 카메라를 

점검하고, 관련센서들의 작동을 확인한다. 

  ⑯ 이때 선박은 장비로부터 15m이내에서 움직여야 하고, 추력기의 full down trim을 이용하

여 위치를 유지한다.

(4) 회수절차

수중작업장비의 작업이 완료되면, 회수절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수작업 

중에 문제점 발견시, 회수작업을 멈추고, 브릿지-감독관-파일럿-크레인/윈치 운영자간이 문제

점을 분석하고, 해결 후 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ROV의 주변 장치를 정리하고, 스러스트 및 카메라 외의 장비의 전원을 Off한다.

  ② 감독관은 장비의 회수를 위해 ROV 데크 담당자에게 회수 작업을 알리기 위해 브릿지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원할한 ROV의 회수를 위해 선박의 선수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파일럿은 umbilical cable에 붙어 있는 부력재가 나타날 때까지 회수를 계속 한다.

  ⑤ 선원은 umbilical cable에 붙어 있는 부력재를 제거한다.

  ⑥ ROV의 상부가 LARS의 swing frame에 고정될 때까지 umbilical cable의 하중을 계속 증가

시킨다.

  ⑦ Umbilical cable의 장력을 천천히 풀면서 연결 여부를 확인한다. 

  ⑧ ROV의 모든 전원을 끈다.

  ⑨ ROV가 LARS의 A 프레임을 통과할 수 있도록 LARS의 swing frame을 회전시킨다.

  ⑩ ROV를 선내의 갑판으로 이동시킨다.

  ⑪ ROV의 전원을 차단시키고, 점검과 유지 보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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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

ROV작업시 사전운항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남겨야 한다. 또한 매일 일일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업을 종료 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전운항회의

선박이 항해하기 전날 선박의 이동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운항 회의가 열어야 한다. 이 회의

에서는 실제 업무 범위와 사업 시행 계획 등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SBSS 해상 담당

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선장과 성능시험 책임자가 선박 항해 전에 서명하여야 한다.

□ 일일보고서

24시간의 작업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 일일 보고서를 작성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

에는 선박이 항해를 시작한 날부터 완료 후 돌아올 때까지 매일 00:00부터 24:00까지 사항에 

대해 기록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선박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며, 선장, 실험책임자, 

SBSS, 계약자, 및 해양 감독관은 발행 전에 서명하여야 한다. 일일보고서는 사전 운항회의에서 

합의된 관계자에게 매일 배포하여야 한다.

□ 사건보고서

SBSS 해상 대표자는 운영 또는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그는 24시간 이내에 SBSS에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

청이 있는 경우, SBSS는 고객에게 사고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선의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SBSS는 자세한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예비 

복사본은 작업 완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개별 작업 패키지로 배포되어

야 하며, 보고서에는 ‘활동요약’, ‘일일 보고서의 전체 세트’, ‘다른 주요사항’ 등이 포

함되어야 하며, 이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6) 작업위험성 평가 절차

작업위험성평가(JSA; Job Safety Analysis)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각 단계에 

연루된 위험에 대하여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예비 조치를 위한 작업

이다.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그림 2-6.2.14와 같이 작업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절차서 초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초안을 가지고 

운용단계별 작업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성 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에 대해 위험을 줄이거

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로 수행한 

후, 최종운영절차서를 작성하고 작업위험성 평가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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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7❙ 운영절차서 작성 및 작업위험성 평가 수행 절차

❙그림 2-4-18❙ JSA 수행 절차

JSA는 그림 2-4-18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JSA를 위해서

는 JSA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JSA팀에는 분석 작업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위험성

평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 단계 구분에서는 JSA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에 대

해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분석된 작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작업 단계별 구분이 완료

되면, 각 단계별 작업에 대해 단계별 위험성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성에 대해 단계별 안전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단계별 안전대책을 바탕으로 해당 작업에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

하고, JSA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작업 수행시 항상 참고하여야 하며, 각각의 

작업에 JSA결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작업이 마무리 된 후, 각각의 작업에 대해 JSA이해 평가를 

수행하고, JSA에서 누락된 부분은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수/회수/응급회수 작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JSA평

가 결과는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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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Hazards Results

Severity

Frequency

Probabili
ty

Criticality

Reducing Measures인
원

횟
수

Scor
e

Launch

선박 흔들림으로 ROV
와 A 프레임과의 충돌

충돌로 인한 ROV 손상 5 2 2 3 -1 7 • 숙련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작업을 해야 함

인양고리 손상 등으로 인한 
ROV Drop

6 2 2 3 -1 8 • ROV와 A 프레임과의 거리를 최대한 짧게 유지

심각한 인명 손상 5 2 2 3 -1 7
• 막히지 않고 오픈 공간에서 작업자 있게 조치
• 사람이 직접 잡지 않고 tag line을 통해서만 장비

RoV 고장 ROV 손상 3 2 2 3 0 6 • pre-dive check 철저

과도한 docking으로 인
한 ROV와 Docking 
Frame 충돌

Docking frame 손상 4 2 2 3 -1 6 • Alarm 등의 safety device 설치 고려

Winch 고장

ROV Drop 6 2 2 3 -1 8 • Winch 유지보수 철저

인명 손상 or Finger Injury 5 2 2 3 -1 7
• 막히지 않고 오픈 공간에서 작업자 있게 조치
• 사람이 직접 잡지 않고 tag line을 통해서만 장비

기상악화, DP 고장 등
으로 선박 포지션 loss

충돌로 인한 ROV 손상 5 2 2 3 -1 7

• 숙련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작업을 해야 함
• DP 시스템 유지보수 철저
• 기상 정보를 작업전 확인
• 진회수 기상 limitation 준수(풍속, 파고, 조류에 
따른 임계 조건이 선박에 따라 다름)

ROV Drop 6 2 2 3 -1 8
• ROV와 A 프레임과의 거리를 최대한 짧게 유지 
(충돌은 피할 수 있게)

심각한 인명 손상, Finger 
Injury

5 2 2 3 -1 7
• 막히지 않고 오픈 공간에서 작업자 있게 조치
사람이 직접 잡지 않고 tag line을 통해서만 장비

R
ecovery

level winder 고장
umbilical이 정밀하게 못감겨 
umbilical 내 광섬유 손상

2 2 2 3 0 5 • Winder 유지보수 철저

선박 흔들림으로 ROV
와 A 프레임과의 충돌

충돌로 인한 ROV 손상 5 2 2 3 -1 7 • 숙련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작업을 해야 함

인양고리 손상 등으로 인한 
ROV Drop

6 2 2 3 -1 8 • ROV와 A 프레임과의 거리를 최대한 짧게 유지

심각한 인명 손상 or Finger 
Injury

5 2 2 3 -1 7
• 막히지 않고 오픈 공간에서 작업자 있게 조치
• 사람이 직접 잡지 않고 tag line을 통해서만 장비

RoV 고장 ROV 손상 3 2 2 3 0 6 • pre-dive check 철저

과도한 docking으로 인
한 ROV와 Docking 
Frame 충돌

Docking frame 손상 4 2 2 3 -1 6 • Alarm 등의 safety device 설치 고려

Winch 고장

ROV Drop 6 2 2 3 -1 8 • Winch 유지보수 철저

심각한 인명 손상 or Finger 
Injury

5 2 2 3 -1 7
• 막히지 않고 오픈 공간에서 작업자 있게 조치
• 사람이 직접 잡지 않고 tag line을 통해서만 장비.

기상악화, DP 고장 등
으로 선박 포지션 loss

충돌로 인한 ROV 손상 5 2 2 3 -1 7

• 숙련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작업을 해야 함
• DP 시스템 유지보수 철저
• 기상 정보를 작업전 확인
• 진회수 기상 limitation 준수 (풍속, 파고, 조류에 
따른 임계 조건이 선박에 따라 다름)

ROV Drop 6 2 2 3 -1 8
• ROV와 A 프레임과의 거리를 최대한 짧게 유지
(충돌은 피할 수 있게)

심각한 인명 손상, Finger 
Injury

5 2 2 3 -1 7
• 막히지 않고 오픈 공간에서 작업자 있게 조치.
사람이 직접 잡지 않고 tag line을 통해서만 장비.

Em
erg

ency R
ecovery

ROV recovery heading 
오류로 인한 조정 불가

조금만 흔들려도 충돌 가능성 
높아져 회수시 조건이 매우 어
려워짐

5 2 1 3 0 8 •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려야 함

선박 밑에 ROV 위치

마찰로 인한 umbilical 손상 
내지 꼬임

3 2 1 3 -1 5 • 선박 position을 into the current 위치로 선정

프로펠러로 인해 umbilical 끊
어짐

3 2 1 3 -1 5 • 프로펠러 cage 설치

❙표 2-4-4❙ 진회수 작업 위험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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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양장비 시험평가 체계 구축

2-5-1 국내 인증 및 표준화 동향

□ 국내 인정기구(KOLAS)

○ 공인시험은 국제 규격인 ISO/IEC 17025(시험기관 경영에 관한 요건)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시험에 대하여 시험품질시스템의 경영요건과 기술적 요건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공인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기관의 능력을 인정하여 국제수준의 제품품질보증은 물론 시험인증결과

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제적인 공인시험기관 인정기구로는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APLAC(아시아태평양시

험소인정기구), EA(유럽시험소인정기구), SANAS(남아공시험소인정기구) 등이 있으나, 각 기

구별로 회원 가입하면 상호 인정하고 있음

❙그림 2-5-1❙ 적합성 평가 국제기구

○ 우리나라의 공인시험기관 인정기구는 KOLAS(한국인정기구)로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KOLAS는 APLAC, ILAC과 MRA를 맺고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고 있음. 

KOLAS에서는 194년부터 시험기관 인정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656개 기관에 이르고 있으

며,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하여 국내 시험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공인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많은 기관에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준비 계획

○  KOLAS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인시험분야는 역학, 화학, 전기, 열 및 온도측정, 비파괴, 음향 

및 진동, 광학 및 광도, 의학, 생물학적시험, 법과학, OECD의 GLP 등으로 대분류하고 있으

며, 다시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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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

○ 국가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

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산업표준·측정표준·참조표준 등 ‘국가표준기본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함

○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

을 정의하고 현시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

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지칭함

○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

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

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지칭함

○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

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지칭함

-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치수·품질 등을 규정한 것

- 방법표준 : 시험·분석·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 전달표준 : 용어·기술·단위·수열 등을 규정한 것

대분류 중분류

기본부문(A) 기본일반 / 방사선(능)관리 / 가이드 / 인간공학 / 신인성관리 / 문화 / 사회시스템 / 기타

기계부문(B)
기계일반 / 기계요소 / 공구 / 공작기계 / 측정계산용기계기구ㆍ물리기계 / 일반기계 / 산업기계 / 

농업기계 / 열사용기기ㆍ가스기기 / 계량ㆍ측정 / 산업자동화 / 기타

전기부문(C)
전기전자일반 / 측정ㆍ시험용 기계기구 / 전기ㆍ전자재료 / 전선ㆍ케이블ㆍ전로용품 / 전기 기계기구 

/ 전기응용 기계기구 / 전기ㆍ전자ㆍ통신부품 / 전구ㆍ조명기구 / 배선ㆍ전기기기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 기타

금속부문(D) 금속일반 / 원재료 / 강재 / 주강ㆍ주철 / 신동품 / 주물 / 신재 / 2차제품 / 가공방법 / 분석 / 기타

광산부문(E) 광산일반 / 채광 / 보안 / 광산물 / 운반 / 기타

건설부문(F) 건설일반 / 시험ㆍ검사ㆍ측량 / 재료ㆍ부재 / 시공 / 기타 

일용품부문(G) 일용품일반 / 가구ㆍ실내장식품 / 문구ㆍ사무용품 / 가정용품 / 레저ㆍ스포츠용품 / 악기류 / 기타

식료품부문(H) 식품일반 / 농산물가공품 / 축산물가공품 / 수산물가공품 / 기타

환경부문(I) 환경일반 / 환경평가 / 대기 / 수질 / 토양 / 폐기물 / 소음진동 / 악취 / 해양환경 / 기타 

생물부문(J) 생물일반 / 생물공정 / 생물화학ㆍ생물연료 / 산업미생물 / 생물검정ㆍ정보 / 기타 

섬유부문(K) 섬유일반 / 피복 / 실ㆍ편직물ㆍ직물 / 편ㆍ직물제조기 / 산업용 섬유제품 / 기타 

요업부문(L)
요업일반 / 유리 / 내화물 / 도자기ㆍ점토제품 / 시멘트 / 연마재 / 기계구조 요업 / 전기전자 요업 / 

원소재 / 기타

화학부문(M)
화학일반 / 산업약품 / 고무ㆍ가죽 / 유지ㆍ광유 / 플라스틱ㆍ사진재료 / 염료ㆍ폭약 / 안료ㆍ도료잉크 

/ 종이ㆍ펄프 / 시약 / 화장품 / 기타 

의료부문(P)
의료일반 / 일반의료기기 / 의료용설비ㆍ기기 / 의료용 재료 / 의료용기ㆍ위생용품 / 

재활보조기구ㆍ관련기기ㆍ고령친화용품 / 전자의료기기 / 기타

품질경영부문(Q) 품질경영 일반 / 공장관리 / 관능검사 / 시스템인증 / 적합성평가 / 통계적기법 응용 / 기타

수송기계부문(R)
수송기계일반 / 시험검사방법 / 공통부품 / 자전거 / 기관ㆍ부품 / 차쳬ㆍ안전 / 전기전자장치ㆍ계기 / 

수리기기 / 철도 / 이륜자동차 / 기타

서비스부문(S) 서비스일반 / 산업서비스 / 소비자서비스 / 기타

물류부문(T) 물류일반 / 포장 / 보관ㆍ하역 / 운송 / 물류정보 / 기타 

조선부문(V) 조선일반 / 선체 / 기관 / 전기기기 / 항해용기기ㆍ계기 / 기타

항공우주부문(W) 항공우주 일반 / 표준부품 / 항공기체ㆍ재료 / 항공추진기관 / 항공전자장비 / 지상지원장비 / 기타

정보부문(X)
정보일반 / 정보기술(IT)응용 / 문자세트ㆍ부호화ㆍ자동인식 / 소프트웨어ㆍ컴퓨터그래픽스 / 
네트워킹ㆍIT상호접속 / 정보상호기기ㆍ데이터 저장매체 / 전자문서ㆍ전자상거래 / 기타

❙표 2-5-1❙ 한국산업표준의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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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표준(KS)의 확정

- 표준회의 심의 :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표준회의 등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표준안이 확정

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은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 또는 폐지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KS로 확정됨

- 한국산업표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확인∙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음

❙그림 2-5-2❙ KS절차

□ 단체표준

○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정

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

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하는 표준을 말함(산업표준화법 제27조)

○ 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 (한국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단체 등록 시 요건 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

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엽합회로 함)

-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

는 비영리법인

○ 단체표준의 요건(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전문위원회를 통해 요건 확인)

-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단체표준과 지적재산권

- 단체표준이란 KS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음

-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 합리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

- 단체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로 인하여 특허권, 실용신안 등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를 요

하며, 단체표준활동지원 추진사무국 및 단체표준심의회는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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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 관련 규정

❙그림 2-5-3❙  단체표준 관련 규정

○ 단체표준 신청절차

❙그림 2-5-4❙ 단체표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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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 등록기관

연번 등록기관 연번 등록기관 연번 등록기관 연번 등록기관 연번 등록기관

1
국토교통연구인프라

운영원 
31 국방기술품질원 61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
연합회

91 도로교통안전기술협회 121 한국엘리베이터협회

2
한국알루미늄공업협

동조합연합회
32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
조합

62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92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

조합
122

한국금속공업협동조
합

3
사단법인한국환경포

장진흥원
33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
업협동조합

63
한국이동식구조물산업

협동조합
93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123

한국발포플라스틱공
업협동조합

4
한국스마트그리드협

회
34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64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
합

94 한국오존자외선협회 124
한국체육시설공업협

회

5 한국전기안전공사 35
한국해양플라스틱기자

재공업협동조합
65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95

한국PVC관공업협동조
합

125
한국전자정보통신산

업진흥회

6
한국음식물처리기협

동조합
36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66 한국철선공업협동조합 96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
합

126
한국조명공업협동조

합

7
한국공원시설업협동

조합
37

한국LED플라즈마조명
산업협동조합

67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

합
97 한국광기술원 127 한국로봇산업협회

8
한국사진앨범인쇄협

동조합연합회
38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68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
업협동조합

98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

조합
128

한국금속패널공업협
동조합

9 한국기계산업진흥회 3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원 
69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
조합

99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

조합연합회
129

재단법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10
한국페인트·잉크공

업협동조합
40 한국상하수도협회 70

사단법인 
대한주차산업협회

100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

조합연합회
130

한국에너지기기산업
진흥회

11 한국산업지능화협회 41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71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

협회
101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131 한국전지산업협회

12
한국프라스틱공업협

동조합연합회
42 한국전파진흥협회 7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102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

합
132

한국전등기구엘이디
산업협동조합

13 한국화장실협회 43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73 한국자동차공학회 103 한국감성과학회 133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4
한국점토벽돌산업협

동조합
44 한국가스안전공사 7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4 정부조달컴퓨터협회 134

한국고속도로서비스
연합회

15
한국주차설비공업협

동조합
45 FITI시험연구원 75 영화진흥위원회 105 한국공기청정협회 135

한국전자공업협동조
합

16
한국전선공업협동조

합 
46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
합

76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106 한국표준협회 136
한국아스콘공업협동

조합연합회

17
한국전기공업협동조

합
47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
합

77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

합
107

한국방청제공업협동조
합

137
한국조리기계공업협

동조합

18
한국콘크리트공업협

동조합연합회
48 친환경차양협회 78 한국임산물연료협회 108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138 한국설비기술협회

19 한국세라믹기술원 49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

동조합
79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
합

109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

회
139

한국농기계공업협동
조합

20 (사)한국전자칠판협회 50 대한한의사협회 80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

협동조합
110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140 한국반도체산업협회

21
한국경관포장공업협

동조합
51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81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111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141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

22
한국용접공업협동조

합
52

한국플렉시블일렉트로
닉스산업협회

82
사단법인광업표준진흥

회
112

호남남서부김활성처리
제사업협동조합

23
한국식생매트공업협

동조합
53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
동조합

83
한국영상물제작협동조

합
11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24
한국주택가구협동조

합
54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84 한국가시화정보학회 114

한국진동전압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25 대한화장품협회 55 연구소재중앙센터 85 대한전기협회 115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

조합

26
사단법인한국목재시

설물협회
5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86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11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7
한국전시문화산업협

동조합
57 한국철강협회 8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7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28
한국방범기술산업협

회
58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
조합

88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

조합
118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
조합

29 한국판유리창호협회 59
한국PC콘크리트암거

공업협동조합
89 한국크레인협회 119 한국전기산업진흥회

30
대한도자기타일공업

협동조합
60 대한치과의사협회 90 한국비철금속협회 120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표 2-5-2❙ 단체표준 등록기관 (2020년 1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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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기관

○ KOLAS 공인교정기관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 (KS Q ISO/IEC 17025)

에 따라 자격 있는 평가사에 의해 교정 기관의 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 국가 교정제도 관련법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도에 적용되는 국내외 인정기준

- 인정기구의 운영기준(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관)

▪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공인교정기관의 인정기준

▪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인정을 위한 KOLAS 지침(KS Q ISO/IEC 17025해설서)

▪ 현장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 기술요건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 수행절차에 대한 규정

▪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을 위한 지침

▪ 교정,측정능력산출 및 유지관리지침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 ILAC 지침서

○ 교정 대상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

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

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0조에 규정

됨

○ 교정주기는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0조 제2항에 측정기를 보유 또

는 사용하는 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나,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정할 수 없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고 규정함

○ 교정기관 인정현황

국가(지방)기관 공공기관 측정기 제조 판매업체 합계

21 15 215 251

❙표 2-5-3❙ 교정기관 인정현황 (2020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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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정분야 인정기관

1 길이 및 관련량 - 복사선의 주파수 0

2 길이 및 관련량 - 선형치수 95

3 길이 및 관련량 - 각도 22

4 길이 및 관련량 - 형상  63

5 길이 및 관련량 - 복합형상 61 

6 길이 및 관련량 - 기타 길이 관련량 113

7 질량 및 관련량 - 질량 103 

8 질량 및 관련량 - 힘 81

9 질량 및 관련량 - 토크 46 

10 질량 및 관련량 - 압력 66 

11 질량 및 관련량 - 진공 6 

12 질량 및 관련량 - 부피 36 

13 질량 및 관련량 - 밀도 14 

14 질량 및 관련량 - 점도 11 

15 질량 및 관련량 - 유체유동 42

16 질량 및 관련량 - 경도 33 

17 질량 및 관련량 - 충격 12 

18 시간 및 주파수 - 시간/주파수 29

19 시간 및 주파수 - 속도/회전수 23 

20 전기ㆍ자기/전자파 - 직류 60 

21 전기ㆍ자기/전자파 - 저항, 용량 및 인덕턴스 49

22 전기ㆍ자기/전자파 - 교류 및 교류전력 53

23 전기ㆍ자기/전자파 -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66

24 전기ㆍ자기/전자파 - 전자기장 4 

25 전기ㆍ자기/전자파 - RF 측정 23

26 전기ㆍ자기/전자파 - 전자기장의 세기 및 안테나 6 

27 온도 및 습도 - 접촉식 온도 76 

28 온도 및 습도 - 비접촉식 온도 28 

29 온도 및 습도 - 습도 52

30 온도 및 습도 - 수분 5 

31 음향, 초음파 및 진동 - 음향 14 

32 음향, 초음파 및 진동 - 수중음향 0

33 음향, 초음파 및 진동 - 진동 13

34 광량 - 광도 13

35 광량 - 광원 및 검출기 7 

36 광량 - 매질특성 4 

37 광량 - 광통신  7

38 전리방사선 - 방사선 11 

39 전리방사선 - 방사능 10 

40 전리방사선 - 중성자 2 

41 물질량 - 화학분석 23 

42 물질량 - 메디컬 기준 측정 실험실 0

합 계 1382

❙표 2-5-4❙ 분야별 교정기관 인정현황 (2020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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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체계 수립 방안

□ 체계공학

 ○ 체계공학(System Engineering, SE)은 다음 그림과 같이 사용자 요구사항으로부터 요구사항 

분석, 설계·제작, 검증·확인, 운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수명주기(Life cycle) 관점

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경제적, 균형적 체계를 개발하는 방법론임.

❙그림 2-5-5❙ SE 개념도

 ○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장비 개발/제작 절차에 SE 프로세스를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설

명할 수 있음.

 ① Process input

- SE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입력요소로 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최종 사용자의 개별 요구사항

이 이에 해당된다.

 ② Requirements analysis

- 최종사용자의 개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기능적/운용적 분류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가

능한 시스템을 정의한다.

 ③ Functional analysis & Allocation

- 정의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별 기능분석을 수행하고, 각 기능별 포지션을 할당한다. 각 기능

요소에서 충돌이 생기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절차②를 재수행한다.

 ④ Design Synthesis

- 기능분석이 완료된 개별 요소를 이용하여 종합설계를 수행한다. 종합설계 시 개별 요소들이 

충돌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절차③을 재수행한다.

 ⑤ System analysis & Control

- 전체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각 요구사항 분석, 기능분석, 종합설계에서 문제점 또는 누락 요

소가 있는지 분석하고 각 요소들 간의 간섭사항들을 통제한다.

 ⑥ Verification Loop

- 해당 절차에서는 종합설계를 통해 완성된 체계를 절차②에서 수행한 기능적/운용적 분류를 

바탕으로 기술시험 및 운용시험을 수행하여 검증하게 된다. 기술시험을 통하여 기능분석 만

족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기술시험이 만족한 요소들로 구성된 체게로 운용시험을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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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요구사항 분석 만족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만약 기술시험 및 운용시험을 불만족할 경우 

해당 요소를 찾아 재설계/제작을 수행할 수 있다.

 ⑦ Process output

- 절차②~⑥을 통해 도출된 체계 결과물이 이에 해당된다.

 ○ SE 프로세스 적용 유무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였음.

   - 실선은 결함 발생 시 처리비용임.

   - 파선은 전통방법 설계/제작 시 비용임.

   - 점선은 SE 적용 시 비용임.

   - 전통방법은 초기 설계 시 설계 변화가 작으며 이에 따라 작은 비용이 소요됨.

   - 반면, 시험/제작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잦아지고 이에 

따라 고비용이 요구됨.

   - SE 적용 시 초기 설계에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설계변화를 수행하여 최적설계 수행함.

   - 이를 바탕으로 시험/제작, 유지보수 단계의 비용을 줄이도록 함.

 ○ SE 적용 시 전통방법과 비교하여 총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양장비 설계/제작 시에도 SE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음

❙그림 2-5-6❙ SE 프로세스 적용 유무에 따른 비용 비교

 ○ 시험평가선의 시험평가체계는 선기술한 SE프로세스에서 절차⑥에 해당됨. 따라서 앞으로 

구축할 시험평가체계에서는 기술시험과 운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내 해양장비 시험평가 사례

○ 해양장비 또는 수중로봇의 시험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곳은 매우 드믄 것이 현실임. 

국내 대표적으로 수중로봇을 개발하는 기관(KRISO, KIOST, KIRO 등)에서도 스스로 성능을 

테스트하고 자체적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국방 분야는 민간분야와 다르게 개발 단계에서 SE 프로세스를 적용하며 각 단계에서 객관적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음. 

○ 방위청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SE 프로세스 적용한 바 있음. 

설계, 통합, 시험, 검증과 같은 각 단계별 역할과 루프를 명확히 하여 시스템 개발의 효율성

을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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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방위청이 제시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SE 프로세스

○ 해군 함정 시험평가의 경우 표 2.8.50과 같이 평가내용 및 관련 시험의 담당 기관들을 명확

히 지정하여 해당 시험의 객관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있음(보안사항)

○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 해양장비 민군 시험평가 사례를 고찰하여 국방분야 해양시스템의 시

험평가 시 요구되는 문서 및 세부 항목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Ÿ 기술시험 : 총괄표, 계획서, 성적서, 절차서가 구비되어야 함

- 총괄표 : 항목, 기준/방법, 대상, 시설, 장소 등으로 구성

- 계획서 : 개요, 대상/수량, 방법/기간/장소, 항목/기준, 예산, 팀 등으로 구성

- 성적서 : 항목별 판정, 분석/보완, 세부항목판정, 시험자/판정자 등으로 구성

- 절차서 : 항목별 목적, 장비, 기준, 사전항목, 준비사항, 참고문헌, 소요시간, 세부항목 절차 등

으로 구성됨. 절차서에는 계획서 및 성적서의 내용이 일부 포함됨.

Ÿ 운용시험 : 항목별 목적, 기간, 지원사항, 시험조건, 시험절차, 판정, 결함/시정, 입회자/일자/확

인자 등으로 구성

분야 사례 정보형태 주요내용

국방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뷰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 시험/인증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뷰 시험평가분류, 주요문서

(사)한국방위사업연구원 보고서 국방 무인로봇 시험평가

민간

경상남도 보고서 무인선박 해상실증

Test & Evaluation Management Guide 도서 시험평가 관리 가이드

Operational Test & Evaluation 도서 운용 시험평가

Comprehensive Standard Test Suites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Mobile Robots

논문 이동로봇 시험평가 절차

System-Level Testing and Evaluation Plan for Field 
Robots: A Tutorial with Test Course Layouts

논문 필드로봇 시험평가 계획

A Framework for Test & Evaluation of Autonomous 
Systems Along the Virtuality-Reality Spectrum

논문 자율시스템 M&S

Performance Indices for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Unmanned Marine Vehicles’ Guidance Systems

논문 수상운동체 성능지표

Uncertainty-based Online Mapping and Motion Planning 
for Marine Robotics Guidance

논문 해양로봇 유도 시험 

❙표 2-5-5❙ 해양장비 시험평가 사례 분석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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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육상로봇의 시험평가 인증제도

○ 국가표준 시험

Ÿ KS B 6969:2009 서비스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 - 제1부 : 기본 사양 결정 : 정격속도시

험, 전방최대속도시험, 후방최대속도시험

Ÿ KS B 6969:2009 서비스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 - 제3부 : 위치정밀도 : 위치 정밀도 시

험, 위치 반복정밀도 시험

Ÿ KS B 7312:2018 실내 이동 로봇의 장애물 회피 시험 방법 : 정적 장애물 회피 성능, 동적 장애

물 회피 성능

Ÿ KS B 7314:2019 실내 서비스로봇의 주행 성능평가방법 – 교육보조로봇 : 미션성공률, 최대주행

속도, 평균주행속도, 주행완료정확도, 주행진행정밀도, 주행반응시간, 주행경로길이 비율, 주행

경로 유격

○ 단체표준 시험

Ÿ 자율이동로봇의 위치성능 평가 (한국로봇산업협회, 지능형로봇표준포럼) : 위치정확도, 위치반

복정밀도, 거리정확도, 거리반복정밀도

Ÿ 실내용 자율이동로봇의 경로 추종 성능 평가 방법 (한국로봇산업협회, 지능형로봇표준포럼) : 

직선경로 이동시험, 최소 회전반경 이동시험, 정지위치인식, 이동위치인식, 고정장애물 회피, 

이동장애물 회피 

□ 국내외 해양 (로봇)장비 공인시험

○ 국내외 해양(로봇)장비의 시험평가 기준(표준)이 없으며, 인증평가 전문기관도 없음

DNV GL(유럽 선급) ABS(미국 선급) 한국선급(KR)

* 선급은 선박, 해양플랜트 관련 기준을 위주로 인증과 검사를 수행하며, 해양로봇/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수중로봇에 대한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ㅇ Underwater technology 중 일부 ROV를 
위한 기준 제시됨

  - DNV GL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선급기관
으로서 수중로봇에 관련된 부분이 KR
와 유사하게 대부분 장비 건조시 유의
해야하는 내용이었음.

  - 해양로봇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음

 ① 수중로봇에 관한 주요용어/변수 설정

 ② DNV 인증을 위한 주요파트 정의

 ③ 장비 제작 시 구조적 합격인증을 위
한 시험 항목들 – 성능과 다르게 안전
장치, 전기, 통신 등 구조적 합격여부 
내용임.

 ④ 스러스터, 엄빌리컬, 제어장치 등 각 
주요 파트들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 
위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부분들
을 정의함.

 ⑤ TMS의 기능과 한계를 기술하고, 반드
시 수반되어야 하는 장치들 기술

ㅇ Underwater technology 중 일부 ROV를 
위한 기준 제시됨

  - 해양로봇에 관한여 언급된 규정 주요부
분이 KR과 유사하게 대부분 장비 건조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 제시함

  - 해양로봇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음

 ① 수중로봇에 관한 주요용어, 분류 설
정. 분류법은 IMCA와 동일

 ② 수중로봇의 구조적 각 부분들이 정상
적으로 작동,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보호받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함

 ③ 수중로봇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하여 
주의/제작해야 할 부분을 일반적 서술
방식으로 나열함

ㅇ KR 2015 잠수선 규칙 적용지침’에서 
‘원격조종잠수정’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음. 

- 대다수는 탑승자 안전, 장비의 안정
성에 관한 내용임. 수중로봇은 대
다수가 무인장비로서 적용되는 항
목은 거의 없음

 ① 내압용기의 압력시험 – 최대사용압력
의 1.5배로 할 것

 ② 액체호스의 파열압력은 최대사용압력
의 최소 4배 이상, 가스호스의 파역압
력은 최대사용압력의 최소 5배 이상

 ③ 외압을 받는 소스는 내외부 차압의 
1.5배로 시험

 ④ 생명줄 기밀시험은 최대사용압력으로 
시험, 전선은 최소한 500V 이상 시험
전압으로 제조사가 정한 절연값 이상 
유지

❙표 2-5-6❙ 해양장비(로봇) 관련 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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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용 해양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인정 분야

Ÿ KOLAS로부터 시험기관 자격을 부여받고, 표준기법에 따라 개발용 해양장비를 테스트함으로서 

그 성능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함.

Ÿ 2017년 7월 현재 KOLAS에 시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524개 기관들이 시험인정을 받은 규

격번호/명을 확인하고, 개발용 해양장비에 적용할 수 있을 시험인정 관련 규격을 검토함.

대분류 중분류 규격번호 규격명

01 
역학시험

01.013 
물리적 시험

SAE J343_2016
Ÿ Test and Test Procedures for SAE 100R Series Hydraulic Hose and 

Hose Assemblies.
Ÿ Method 4.6 Impulse test

SAE J343_2016
Ÿ Test and Test Procedures for SAE 100R Series Hydraulic Hose and 

Hose Assemblies.
Ÿ Method 4.5 Burst test

SAE J343_2016
Ÿ Test and Test Procedures for SAE 100R Series Hydraulic Hose and 

Hose
Ÿ Method 4.2 Proof testAssemblies.

KS B 6371:2009
Ÿ 액압용 강선 보강 고무 호스 방법
Ÿ 9.4 충격 압력 시험

KS B 6371:2009 Ÿ 액압용 강선 보강 고무 호스 방법 9.3 길이 변화 시험

KS B 6371:2009
Ÿ 액압용 강선 보강 고무 호스 방법
Ÿ 9.2 파괴압력시험

KS B 6371:2009 Ÿ 액압용 강선 보강 고무 호스 방법 9.1 내압 시험

MIL-STD-810G w/CHANGE 1 
: 2014

Ÿ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IDERATIONS AND LABORATORY 
TESTS PART TWO-LABORATORY 

Ÿ TEST METHODS 512.6 Immersion

KR RB-05-K : 2012

Ÿ 잠수선 규칙 
Ÿ 제 1 편 잠수선 
Ÿ 제 1 장 총칙 
Ÿ 제 3 절 시험 
Ÿ 306 압력용기 및 기구

ABS UWVS-Rules-e : 
January 2018

Ÿ RULES FOR BUILDING AND CLASSING UNDERWATER VEHICLES, 
SYSTEMS AND HYPERBARIC FACILITIES 

Ÿ SECTION 6 Metallic Pressure Boundary Components 
Ÿ 27 Proof Testing 
Ÿ 27.1 Hydrostatic Test

KR RB-05-E : 2012

Ÿ Ru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Underwater Vehicles 
Ÿ PART 1 SUBMERSIBLES 
Ÿ CHAPTER 1 GENERAL 
Ÿ Section 3 Tests and Trials 
Ÿ 306. Pressure vessels and apparatus

DNVGL-RU-UWT : January 
2018

Ÿ Rules for classification: Underwater technology 
Ÿ Part 5 Types of UWT systems 
Ÿ chapter 7 Remotely operated vehicles 
Ÿ Section 2 Principles for construction of remotely operated vehicles 
Ÿ 6. Initial Test and trials 
Ÿ 6.3 Vessels and apparatus under pressure

RINA RES.15/E : 2011

Ÿ Ru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Underwater Units 
Ÿ Part B Hull and Stability 
Ÿ Chapter 1 HULL 
Ÿ SECTION 1 GENERAL DESIGN PRINCIPLES FOR THE HULL 

CONSTRUCTION 
Ÿ 3 Special tanks of submersible units 
Ÿ 3.7 Design of pressure tanks

1.022 조선 MIL-S-901D(NAVY) :1989
Ÿ SHOCK TESTS. H. I. (HIGH-IMPACT) SHIPBOARD MACHINERY, 

EQUIPMENT, AND SYSTEMS, REQUIREMENTS FOR - Lightweight 
shock test

03 
전기시험

03.004 
전기재료 및 

부품

KS C IEC 62281:2012 Ÿ 리튬 전지의 운송을 위한 안전성 기준

K 62133:2012 Ÿ 휴대용 밀폐 2차전지 안전

❙표 2-5-7❙ 개발용 해양장비에 적용할 수 있을 시험인정 관련 규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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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5 
계측기 
특성시험

KSCIEC61010-1:2009

Ÿ 측정, 제어 및 시험실용 전기기기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Ÿ <제외항목>
Ÿ Cl.11.7: 유체압력 및 누설 
Ÿ Cl.12.3: 자외선 방사
Ÿ Cl.12.4: 마이크로파 방사
Ÿ Cl.12.5: 음압 및 초음파압 
Ÿ Cl.12.6: 레이져 원
Ÿ Cl.13: 유출가스, 폭발 및 폭축에 대한 보호

03.008 
유.무선 
통신기기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03호

Ÿ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KS X 3123:2017 Ÿ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2017

Ÿ 무선설비규칙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 
2015-81호: 2015

Ÿ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Test items)
Ÿ [별표1]
Ÿ 온도시험
Ÿ [별표3]
Ÿ 주파수 허용편차
Ÿ 점유주파수대역폭
Ÿ 공중선전력
Ÿ 인접채널 누설전력
Ÿ 대역외영역 불요발사
Ÿ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강도
Ÿ 송신시간제한
Ÿ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

03.011 
전자기적합

성

KS C 61000-6-1:2014
Ÿ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1부 : 일반기준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기준

KS C 61000-6-2:2014
Ÿ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2부: 일반기준 - 산업 환경에서 사용

하는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기준

KS C 61000-6-3:2014
Ÿ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 일반 기준 - 제3절 : 주거용·상업

용·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장해 기준

KS C 61000-6-4:2014
Ÿ 전자기적합성(EMC) - 제6-4부 : 일반기준 -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

하는 기기의 전기자기장해 기준

KS C IEC 61000-4-8 : 2010
Ÿ 전기자기적합성(EMC)－제4-8부 : 시험 및 측정기술－전원주파수 

자계 내성 시험

KS C IEC 61000-4-9 : 2003
Ÿ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 시험 및 측정 기술－제9절 : 펄스 

자계 내성 시험－EMC 기본 규격

KS C IEC 61000-4-6 : 2010
Ÿ 전기자기적합성(EMC)－제4-6부 : 시험 및 측정 기술－전기자기장 

전도 내성 시험

KS C 0262 : 2014 Ÿ 전기자기적합성(EMC) 측정 일반

KS C CISPR 15 : 2011
Ÿ 전기자기적합성(EMC) - 조명기기・유사 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의 

측정 한계값과 측정 방법 4.3 방해전압

KS C CISPR 22 : 2011 Ÿ 정보기술기기 – 무선 방해 특성 – 측정 한계값과 측정방법

03.014 환경 
및 신뢰성

IEC 60068-2-18 Ed. 2.0 b 
:2000

Ÿ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18: Tests - Test R and guidance: 
Water 6. Test Rb : Impacting water

IEC 60068-2-53:2010
Ÿ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53: Tests and guidance - Combined 

climatic (temperature/ humidity) and dynamic (vibration/shock) tests

IEC 60068-2-66 Ed. 1.0 
b:1994

Ÿ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 Test methods - Test Cx: Damp 
heat, steady state (unsaturated pressurized vapour)

IEC 60068-2-67 d. 1.0 
b:1995

Ÿ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67: Tests - Test Cy: Damp heat, 
steady state, accelerated test primarily intended for components 

IEC 60068-2-78 Ed. 2.0 
b:2012

Ÿ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78: Tests - Test Cab: Damp heat, 
steady state

KS C IEC 60529:2013
Ÿ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제외항목) 12. 제1특성 숫자로 

표시되는 위험한 부분으로의 접근에 대한 보호 시험 15. 추가 문
자로 표시되는 위험 부분 접근에 대한 보호 시험

KS C IEC 60068-2-78:2002 Ÿ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안정 상태의 내습성 시험

KS C IEC 60068-2-67:2002
Ÿ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안정 상태의 내습성 시험, 부품의 가

속 시험에 적용

KS C IEC 60068-2-53:2010 Ÿ 환경 시험－제2부：시험－시험 Z/AFc와 Z/BFc에 대한 지침：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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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내한성 및 내열성) 시험과 진동(정현파) 시험

KS C IEC 60068-2-18:2010 Ÿ 환경 시험－제2-18부：시험－시험 R과 지침：물

KS C IEC 60068-2-2:2014 Ÿ 환경 시험 - 제 2-2부: 시험-시험 B: 내열성 시험

KS C IEC 60068-2-80 : 2010 Ÿ 환경 시험－제2-80부 : 시험－시험 Fi : 진동－혼합 모드

MIL-STD-810G:2008
Ÿ Test Method Standard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iderations 

and Laboratory Tests 501.5 High Temperature

04 열 및 
온도측정

04.001 온도 
및 습도

KS L 9016 - 2010 Ÿ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016 - 2010 Ÿ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6.3평판 열류계법

06 음향 및 
진동시험

06.001 음향 
특성

KS F 2805:2014 Ÿ 잔향실법 흡음성능 측정방법

ANSI/AMCA Standard 301-14
Ÿ Methods for Calculating Fan Sound Ratings from Laboratory Test 

Data

KS I ISO 11203 : 2004
Ÿ 음향－기계 설비류의 소음－ 음향 파워 레벨로부터 음압 레벨 산

출 방법

KS I ISO 11202 : 2014
Ÿ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방사 소음 — 대략적 환경 보정을 적용

하는 작업 장소 및 특정 장소에서 방사 음압 레벨 측정

KS I ISO 1996-1 : 2015
Ÿ 음향 - 환경 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 방법 - 제1부 : 기본 양 

및 평가절차

TOP 1-2-608A
Ÿ Sound Level Measurements 4.1.2 Interior-Noise Tests of Moving 

Equipment a. Wheel Vehicles b. Tracked Vehicles

ANSI S1.13
Ÿ Measurement of Sound Pressure Levels in Air 9. Measurement of 

Sound Pressure Level at a point in space

KS I ISO 7779 Ÿ 음향-정보 기술 장치에서 방사되는 공기 전파 소음의 측정

ISO 2923:1996 Ÿ Acoustics-Measurement of noise on board vessels

KS I ISO 2923:2010 Ÿ 음향-선박 내의 소음 측정

06.002 진동 
특성

KS C IEC 60068-3-3 : 2001
Ÿ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기기의 내진 시험 방법의 지침 - 13.2 

다중 진동수파 시험

MIL-STD-740-2(SH) :1986
Ÿ Structureborne vibratory acceleration measurements and acceptance 

criteria of shipboard equipment

MIL-STD-167-1A:2005
Ÿ Mechanical vibrations of shipboard equipment (Type I- Environmental 

and Type II-Internally Excited) 5.2 Type II-Internally Excited

TOP 2-2-808(2) Ÿ Wheeled Vehicle Shock and Vibration Tests

ITOP 2-2-808(1) Ÿ Tracked Vehicle Mechanical Vibration

MIL-STD-810F:2000

Ÿ DEPARTMENT OF DEFENSE TEST METHOD STANDARD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IDERATIONS AND LABORATORY 
TESTS AMSC 514.5 Vibration 516.5 Shock - Procedure I - 
Procedure V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54호 (2015.9.30.)

Ÿ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진동시
험 -충격시험 -경사시험

KS B ISO 10816-1:2001
Ÿ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1

부: 일반 지침

KS X IEC 60945:2005
Ÿ 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기기와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시험 방법

과 요구되는 시험결과 8.7 진동(모든 분류의 장비)

대한민국해군 
조함(수)-기-0-002(3) 개정 : 

‘15. 9. 3
Ÿ 함정 설계/건조 기준 진동 적용 기준 4.2.2 내부기진 진동(Type II)

ISO 20283-5:2016
Ÿ Mechanical vibration – Measurement of vibration on ships – Part 5: 

Guidelines for measurement, evaluation and reporting of vibration 
with regard to habitability on passenger and merchant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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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평가 대상 해양(로봇)장비 분류

 ○ 시험평가 대상장비를 분류하기 위하여 먼저 수중로봇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

 ○ 해양기술협회 (MTS:Marine Technology Society)는 1983년 수중로봇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그림 2-5-8❙ Underwater vehicle classification (1983)

Class Type Power (hp)

Micro Observation
(<100m)

Low Cost Small Electric ROV <5

Mini Observation
(<300m)

Mini (Small & Electric) <10

Light/Medium Work Class
(<2,000m))

Medium (Electro/Hyd) <100

Observation/Light Work Class
(<3,000m)

High Capacity Electric <20

Heavy Work Class / Large Payload
(<3,000m))

High Capacity (Electro/Hyd) <300

Observation/Data Collection
(>3,000m)

Ultra-Deep (Electric) <25

Heavy Work Class / Large Payload
(>3,000m))

Ultra-Deep (Electro/Hyd) <120

Trenching and Burial Bottom Crawlers and Plows -

Towed Systems Towed Systems -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 Untethered AUVs -

❙표 2-5-8❙ General classification of underwater vehicle by MT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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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해양장비 시험평가 기존 사례 분석

□ 기존 국내 개발 수중로봇과 시험 항목

○ 국내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수중로봇의 시험평가를 위해 수행되었던 시험항목들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공통되는 시험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해당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도출함

* 공통적으로 수행된 시험평가항목은 바탕색을 진하게 표시함

해미래
(2001~20

06)

운용
조건

Sea state 4 이하, 조류 0.5 knots 이하, 풍속 10m/s 이하, 
운용 선박 온누리(1450톤) A프레임

장비 모습

크기
(W*L*H)

1.8m * 3.3m * 2.2m

무게 (공기 중) 4000kg / (수중) -20kg

전원 발전기 440VAC, 20kW사용, 장비 인가전압 2800V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최대 
운용수
심
(m)

5775m

압력계
USBL
컴퍼스
자이로
고도계

윈치페이아웃

1. 멀티빔 서베이
2. CTD 측정 및 음속 보정
3. 해미래/해누비 진수
4. 다이빙 시작
5. 해저안착
6. 부상
7. 해미래/해누비 인양

운용가
능 시간

연속 - - -

자동심
도제어 
정밀도

심도제어
0.5m

압력계
프로펠러 rpm

고도계

1. 해미래/해누비 진수
2. 목표심도까지 잠수
3. 자동심도제어 기능 온
4. 데이터 취득
5. 종료 및 부상
6. 해미래/해누비 인양

위치추
정

정밀도

거리의 
0.3%

USBL
DVL

자이로
DGPS

1. 해미래/해누비 진수
2. 위치데이터 취득 시작
3. 목표심도까지 잠수/임무
수행
4. 부상
6. 위치데이터 취득 종료
7. 해미래/해누비 인양

임무수
행
능력

목표지점
착지

생물샘플
채취

장비설치
광물샘플
채취

고해상도 
광학카메
라촬영

USBL
자이로
컴퍼스
DVL

고도계
로봇팔

광학카메라

1. 멀티빔스베이
2. CTD측정 및 음속 보정
3. 진수
4. 다이빙 및 목표위치 이
동
5. 임무수행
6. 부상 및 인양
7. 데이터 후처리

❙표 2-5-9❙ 해미래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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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이10
0

AUV
(2003 - 
2006

운용
조건

Sea state 3 이하, 조류 0.5 knots 이하, 풍속 10m/s 이하, 
운용 선박(소형 20톤이상)

장비 모습

크기
(W*L*H)

0.2m * 1.2m * 0.2m

무게 20kg / 0kg

전원 발전기 220VAC, 1kW사용, 장비 인가전압 24V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최대 
운용
수심
(m)

100m 추후 실험 예정
압력센서
(miniIPS)

선상에서 바다로 진수
무선원격제어 데이터 로깅
자율제어시험
바다에서 선상으로 회수
데이터 전송 및 후처리

운용
가능 
시간
(hr)

- 6시간 - -

이동
속도
(전진)

전진 
5.4km/h

DVL

출발선에 위치
주행시작
데이터 획득/로깅
주행정지

위치
추적
정밀도

최대오차 
이동거리
의 2%

RLG (HG1700)
USBL (Scout)
Magnetic 
compass

1. 출발 선에 위치
3. 주행시작
4. 웨이포인트 추종 이동
5. 주행정지

선회
시험

-

-6 -5 -4 -3 -2 -1 0
-4

-3

-2

-1

0

1

2

X [m]

Y [
m]

CPMC Data

0 20 40 60 8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CPMC Heading & AHRS Heading

 

 
CPMC Heading
AHRS Heading

마그네틱 
컴퍼스
속도계

출발선위치
주행시작
선회시험 프로그램 시작
주행정지

심도
제어
정밀도

심도제어
정밀도
0.1m

압력센서

출발선위치
주행시작
심도제어시험 프로그램 시
작
주행정지

지그재
그시험

- 자이로

출발선위치
주행시작
지그재그시험 프로그램 시
작
주행정지

❙표 2-5-10❙ 이심이100 AUV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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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내로
MineRo
(2011 – 
2013)

운용
조건

최대작업수심 5,000m, 채광용량 연간 30만 톤, 지반 
전단강도 3kPa 이상, 등판각도 5 ° 이하, 운용선박(A-프레임 

50통 이상, DP 2 Class)
장비 모습

크기
(W*L*H)

4.7m * 6.5m * 3.6m (2유닛 합체시)

무게 30,000kg / 9,000kg

전원 장비 동력 530KW, 4kVAC,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최대 
운용
수심
(m)

5000m - 압력챔버
내압용기에 대한 500기압에
서 내압시험 수행

운용
가능 
시간

- - - -

채광량
연간 30만 

톤
채집된 단괴 
무게 측정

해저면 단괴 살포
미내로 진수 및 시작 지점 
이동
주행 및 채집 시작
종료 선 주행정지
미내로 회수 및 채집된 단
괴 무게 측정

수중
항법

-
USBL
RLG
DVL

미내로 해저면 자율 및 추
종 주행
항법 알고리듬 적용
주행 종료

선
회특성

-
수중 항법 

센서
트랙

미내로 해저면 안착 및 초
기 방향 확인
반원을 그리며 주행 (케이
블 비틀림 방지)

트랙
속도
제어

-
RLG
DVL

Flowmeter

목표 트랙 속도 입력
미내로 주행 시작
목표 속도 변경
주행 종료

경로
추종

-
수중 항법 

센서
Flowmeter

경로 Waypoint 입력
미내로 시작 지점 이동
경로추종 알고리듬 적용
종료지점 도달시 자동 주행 
종료

❙표 2-5-11❙ 미내로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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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랩스터
CR200

(2010~20
13)

운용
조건

Sea state 4 이하, 조류 3 knots 이하, 풍속 10m/s 이하, 운용 
선박: 차도선 또는 바지선 전용 LARS사용

장비 모습

크기
(W*L*H)

2.5m * 1.4m * 2.5m

무게 700kg / 200kg

전원 발전기 440VAC, 5kW 사용, 장비 인가전압 150VDC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최대 
운용
수심
(m)

45m

압력계
USBL
컴퍼스
자이로
고도계

윈치페이아웃

1. 진수
2. 다이빙 시작
3. 해저안착
4. 인양
5. 데이터 후처리

운용
가능
시간
(hr)

연속 - - -

6족 
보행
기능

-
관절각도
관절전류

1. 진수
2. 해저안착
3. 회전보행
4. 자세제어
5. 전진보행
6. 종료 및 인양

임무 
수행
능력

-
스캐닝소나
초음파카메라

1. 진수,
2. 목표위치 보행이동
3. 소나 및 초음파카메라 
이미지 획득
4. 인양

❙표 2-5-12❙ 크랩스터 CR200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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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랩스터
CR6000
(2010~20

13)

운용
조건

Sea state 4 이하, 조류 0.5 knots 이하, 풍속 10m/s 이하, 
운용 선박 온누리(1450톤) A프레임

장비 모습

크기
(W*L*H)

2.5m * 1.3m * 2.5m

무게 1000kg / 40~-20kg

전원 발전기 440VAC, 20kW사용, 장비 인가전압 2800V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최대 
운용수
심
(m)

4,773m

압력계
USBL
컴퍼스
자이로
고도계

윈치페이아웃

1. 진수
2. 다이빙 시작
3. 해저안착
4. 인양
5. 데이터 후처리

운용가
능 시간
(hr)

연속 - - -

위치추
정

정밀도

거리의 
0.3%

USBL
DVL

관절각도

1. 진수
2. 해저안착
3. 보행이동
4. 자세제어
5. 종료 및 인양

해저 
자세제
어
기능

-
관절각도센서

카메라

1. 해미래/해누비 진수
2. 위치데이터 취득 시작
3. 목표심도까지 잠수 및 
임무수행
4. 부상
6. 위치데이터 취득 종료
7. 해미래/해누비 인양

무게추 
투하 및 
부상 
기능

-

고도계
압력계

무게추투하장
치

1. 무게추 순차적 투하
2. 부상시 고도 및 심도 계
측

임무수
행
능력

- 광학카메라

1. 진수,
2. 목표위치 보행이동
3. 해저 생명체 근접 촬영
4. 인양

❙표 2-5-13❙ 크랩스터 CR6000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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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용장
비 – 

벽체이동
형 로봇
(2011 – 
2016)

운용
조건

Sea state 2 이하 장비 모습

크기
(W*L*H)

1.3m * 0.72m * 0.46m

무게 50kg / 중성부력

전원 AC 220V 1kW 이상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수중작
업이동
속도

10.51m/min 
(수직이동)
12.28m/min 
(수평이동)

수직 
이동 
횟수

측정된 
시간 
(sec)

평균 소요시간, 
평균 

수직이동속도

1 15.65
15.81(sec), 
10.51m/min

2 15.89

3 15.89

수직 
이동 
횟수

측정된 
시간 
(sec)

평균 소요시간, 
평균 

수직이동속도

1 50.38
48.86(sec), 
12.28m/min

2 47.67

3 48.53

줄자, 초시계

이동거리 결정 및 측정
장비이동 및 시간측정 시작
도착지점에 도달까지 걸린 
시간 측정 후 이동속도 계
산

이동정
밀도

최대 오차 
0.41m

세팅
거리

육상
측정
거리

소나 
측정
거리

오차

10m
10.00
m

10.13
m

0.13m

20m
20.04
m

20.05
m

0.01m

30m
30.02
m

29.99
m

0.03m

임의
83.99
m

83.58
m

0.41m

레이저거리측
정기, 

자체개발 
거리측정소나

육상에서 미리 선정한 위치
에 실험대상물을 위치시킴
레이저거리측정기로 거리를 
측정
소나, 동일대상물 거리측정
레이저거리측정값, 소나 측
정값을 비교

장애물
극복능
력

단차 10cm 단차 구조물
단차 구조물을 준비
수직, 수평 단차 구조물위
로 주행

작업수
심

34.6m

 

압력센서, 
다이빙컴퓨터

1. 목표 수심에 해당하는 
실해역으로 이동
2. 장비를 입수시킴
3. 목표수심에 도달하면 일
정시간동안 장비를 연속작
동 함
4. 출수

일일 
최대작
업속도

3.592 
m2/min

줄자, 압력계, 
초시계

1. 연속동작을 위한 패턴동
작 정의
2. 수평 이동거리는 줄차, 
수직이동거리는 수심을 통
하여 전체 이동거리 확보
3. 패턴동작을 수행하며 소
요되는 시간측정
4. 장비 이동시 확보할 수 
있는 면적목표을 계산하고 
측정된 시간을 이용하여 작
업속도 계산

❙표 2-5-14❙ 점검용장비-벽체이동형 로봇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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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용장
비 – 

수중유영
형 로봇
(2011 – 
2016)

운용
조건

Sea state 2 이하 장비 모습

크기
(W*L*H)

1.2m * 0.6m * 0.4m

무게 40kg / 중성부력

전원 AC 220V 1kW 이상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수중이
동속도

1.98knots DVL

DVL에서 출력되는 속도신
호획득 상태 확인하며 수조
에 장비를 안정화
장비를 이동하며 이동속도 
로깅

이동정
밀도

최대 오차 
± 0.2m

선수각 
위치정
밀도

단차 10cm AHRS

1. AHRS 출력 신호를 보며 
수조에 장비를 안정화
2. 호버링 시 장비의 
heading 값을 로깅

작업수
심

75.4m
  

압력센서

1. 목표 수심에 해당하는 
실해역으로 이동
2. 장비를 입수시킴
3. 목표수심에 도달하면 일
정시간동안 장비를 연속작
동 함
4. 출수

일일 
최대 
파일조
사량

34개/day
파일조사 

영상, 압력계, 
AHRS, 초시계

1. 패턴동작 정의
2. 압력센서 신호를 이용하
여 파일의 수직이동거리, 
AHRS에서 출력되는 
heading 신호를 이용하여 
파일의 위치 확인행
3. 패턴동작을 수행하며 소
요되는 시간측정
4. 1개 파일 조사 시 소요
되는 시간을 확인하고, 1일 
조사 가능한 최대 파일수를 
계산

❙표 2-5-15❙ 점검용장비-수중유영형 로봇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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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수중
공사용 
고르기장

비
(2009 - 
2014)

운용
조건

수심 20m 조건 장비 모습

크기
(W*L*H)

3.0m * 3.99m * 2.52m

무게 21ton / 중성부력

전원 AC 440V 15kW 이상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수중이
동시스
템 확립

33.7m/min 소나, 초시계

소나를 이용하여 출발/도착
지 확인
이동하며 초시계로 시간측
정
도착하면 거리, 시간을 이
용한여 속도 계산

작업플
랫폼 및 

툴
3개 개발 목측

개발된 H/W를 목측으로 확
인

유압공
급시스
템

300kg/cm2
236L/min

 
사양 확인

1. 적용된 장비의 사양을 
확인

해양장
비 위치 
인식

0.5m 이내

  

LBL

1. 수중에 LBL 설치
2. 수중 목표위치에 장비를 
위치함
3. LBL 신호 획득

장애물 
인식 
범위

20m
조사 대상물, 

소나

1. 조사 대상물을 장비의 
소나 전면에 위치
2. 소나를 작동하여 조사 
대상물을 탐지

고르기 
정도 
확인

30cm
블레이드, 
수심센서

1. 블레이드 하부에 수심센
서 장착
2. 수심센서에 확보되는 데
이터가 해당 분해능을 만족
하는지, 일정한 오차내로 
들어오는지 확인

수중 
작업 
모니터
링 

시스템

1건 목측
1. 개발된 H/W, S/W를 목측
으로 확인

원격조
종시스
템

7축 목측
1. 개발된 H/W를 목측으로 
확인

운영시
스템

1건 목측
1. 개발된 H/W를 목측으로 
확인

현장검
증실험

8건  실제수행 수
1. 실제 수행된 실험 수를 
카운트함

고르기 
성능실
험

고르기 
비율 88%

실제 작업면적 
계산

장비가 이동된 면적 확인
연산을 통하여 작업비율 계
산

❙표 2-5-16❙ 항만수중공사용 고르기장비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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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반
조사 
장비

(2014 - 
2016)

운용
조건

수심 100m 조건 장비 모습

크기
(W*L*H)

3.5m * 4.2m * 8.5m

무게 30ton / 약 25ton

전원 AC 440V 15kW 이상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SPT 
타격수

38회/분 초시계
초시계로 1분을 확인
주어진 1분 내에 SPT 타격
수를 광학영상으로 확인

Arm 
회전 
유효각

180°
도면, 

광학영상

도면상의 Arm 회전각을 확
인
실제 작동 중인 Arm이 유
효회전각을 만족하는지 광
학영상으로 확인

Arm 
수평이
동 

유표길
이

400mm

 

도면, 
광학영상

1. 도면상의 Arm 수평이동
거리을 확인
2. 실제 작동 중인 Arm의 
수평이동거리가 도면을 만
족하는지 광학영상으로 확
인

Master 
하강길
이

3m

  

도면, 
광학영상

1. 도면상의 Master 하강길
이를 확인
2. 실제 작동 중인 Master
의 하강거리가 도면을 만족
하는지 광학영상으로 확인

카세트 
회전유
효각

360°
도면, 

광학영상

1. 도면상의 카세트 회전각
을 확인
2. 실제 작동 중인 카세트
의 회전각이 도면을 만족하
는지 광학영상으로 확인

롯드적
용종류

3 목측

1. 카세트 내에 롯드를 종
류별로 삽입
2. 삽입된 롯드의 종류를 
목측으로 확인

롯드유
효장착
수량

96 목측

1. 카세트 내에 롯드를 삽
입
2. 삽입된 롯드 수를 목측
으로 확인

❙표 2-5-17❙ 해저지반조사 장비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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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로봇 
공용플랫

폼
(2017)

운용
조건

수심 300m 조건, 조류 2knots 이하 장비 모습

크기
(W*L*H)

0.8m * 1.2m * 0.54m

무게 180kg / 중성부력

전원 AC 380V 15kW 이상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내압 
성능

40bar 압력계

압력계가 장착된 내압챔버
에 내압용기를 넣고 가압
압력계의 값을 확인하여 내
압성능 확인

최대 
속도

2knots

준설 
속도

1,500LMP 데이터 시트
1. 장착된 장비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

그래픽 
운영시
스템

제어/소나
영상확보

  

❙표 2-5-18❙ 수중로봇공용플랫폼 시험항목

URI-L
(2013~
2019)

운용
조건

작업심도 2,500미터, 전진 2.5kts, 좌우 2kts, 상하 2kts 장비 모습

크기
(W*L*H)

1.3×2.25×1.35 m

무게 1,500 kg/ -20 kg

전원 440VAC 3PH/ 45 kW(60 HP)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최대 
운용 
수심
(m)

2,500m 부분시험, 설계 향후 시험 예정
High resolution 
Depthmeter

전진 
속도

2.5kts
(1.286m/s)

 ROV에 
장착된 DVL

3차원 수조에서 수심 3미터
에서 직진

포지셔
닝 

정밀도

오차 
0.1m

Range Sonar 
3개

3차원 수조에서 10미터 이
동 후 오차 측정

수중 
음향 
전송 
시스템 

2ch. 
가청영역 
변환

2 Hydrophone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시험

작업툴 
연동 

water-jet camera 촬영 수조에서 시연

Station 
keeping 
(DP 
기능)

1m 이내
USBL DVL 
복합항법 
시스템

실해역 시험

Way 
point 

tracking 

Way point 
반경 
1미터 
이내

X [m]
-5 0 5 10 15 20 25 30 35

-5

0

5

10

15

20

25
Way-point Tracking

Way-point
Position

USBL DVL 
복합항법 
시스템

실해역 시험

❙표 2-5-19❙ URI-L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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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건설
로봇 
URI-R
(2014 - 
2018)

운용
조건

수심 500m 조건 장비 모습

크기
(W*L*H)

3.5m * 13.2m * 3.4m

무게 38ton / 32ton

전원 AC 440V 600kW 이상

성능지
표

항목 데이터 값 그래프/계산 결과 사용 센서 실제 실험절차

작업 
수심

513m

600

0

200

400

시간

18:00:00 
2018-10-16

16:50:00 
2018-10-16

17:05:00 
2018-10-16

17:20:00 
2018-10-16

17:35:00 
2018-10-16

17:50:00 
2018-10-16

Trenching DepthDepth 1016

수심센서
목표 해역에 장비 입수
수심센서로부터 획득되는 
데이터 로깅

이동 
가능 
지반

약 10kPa

작업 
가능 
지반

주행 
속도

2.3km/h

3

0

0.5

1

1.5

2

2.5

시간

14:09:00 
2018-10-11

14:00:00 
2018-10-11

14:03:00 
2018-10-11

14:06:00 
2018-10-11

Right Track

Left Track

주행 속도

엔코더

1. 수중에 착저하여 장비 
출발선상에 위치
2. 장비 이동시작
3. 엔코더를 통해 획득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주행속도 
계산

등판각
평균 23°, 
최대 31°

경사로 조성, 
경사계, 목측

1. 경사로를 조성하고 경사
계로 경사값 확보
2. 경사 진입, 경사 내에 정
지, 경사로에서 탈출 반복

매설 
심도

2.03m 줄자
1. 트랜칭커터로 최대 깊이
까지 작업 수행
2. 줄자로 그 깊이를 측정

매설폭 0.6m 줄자

1. 트랜칭커터로 굴착작업 
수행
2. 줄자로 굴착된 폭을 측
정

트랜칭 
속도

최대 
530m/h

0.7

0

0.1

0.2

0.3

0.4

0.5

0.6

시간

16:30:00 
2018-10-12

16:22:20 
2018-10-12

16:24:20 
2018-10-12

16:26:20 
2018-10-12

16:28:20 
2018-10-12

Right Track

Left Track

트랜칭 속도

엔코더

1. 수중에 착저하여 장비 
출발선상에 위치
2. 트랜칭 작업 시작
3. 장비 이동시작
4. 엔코더를 통해 획득되는 
신호를 이용, 트랜칭속도 
계산

트랜칭 
시 직진 
유지 
성능

2.18°

83

78

79

80

81

82

시간

16:30:00 
2018-10-12

16:22:20 
2018-10-12

16:24:20 
2018-10-12

16:26:20 
2018-10-12

16:28:20 
2018-10-12

Heading트랜칭 시 직진유지성능

IMU, Magnetic 
compass

1. 수중에 착저하여 장비 
출발선상에 위치
2. 트랜칭 작업 시작
3. 장비 이동시작
4. 센서를 통해 획득되는 
데이터를 연산하여 헤딩값
을 도출하고 이를 로깅

❙표 2-5-20❙ 수중건설로봇 URI-R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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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시험평가항목 도출

○ 기존 해양장비의 성능지표 항목을 검토하였고 공통되는 시험항목을 재분류하였음

○ 공통 시험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필수 측정인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공통 시험항목 기존 개발장비에서 수행했던 시험항목들 필수 측정인자

수중위치추정
선회시험, 지그재그 시험, Waypoint tracking, 수중항법, 선회특성, 

경로추정

수중이동체 절대 위치

수중위치정밀도
이동정밀도, 해양장비위치인식, 위치추적정밀도, 심도제어, 
자동심도제어 정밀도, 포지셔닝 정밀도, Station keeping

수중이동속도
수중작업 이동속도, 수중이동속도, 수중이동시스템, 최대속도, 
주행속도, 트랜칭속도, 이동속도, 전진속도, 트랙속도 제어

내압성능 작업수심, 내압성능, 최대 운용수심, 

경과시간측정 STP 타격수, 운용가능시간 절대 기준시간

지반강도측정 이동가능지반 지반전단강도

수중대상물형상 측정
(해저지형, 인공물 등)

매설심도, 매설폭, 임무수행능력(스캐닝소나, 초음파카메라) 수중대상물 형상

하중측정 채광량 하중

❙표 2-5-21❙ 공통 시험평가 항목 및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필수 측정인자

① 수중이동체 절대 위치
   - 육상/항공에서는 이동체의 절대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GNSS 

정보임. GNSS는 전파를 매개체로 정보를 획득함. 전파 특성으로 인하여 수중에서는 

GNSS 신호를 획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 수중에서는 전파를 활용하는 GNSS를 대체하기 위하여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절대위치를 

확보함. 현재 이러한 체계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Ÿ Long-baseline (LBL)

   -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정밀한 수중 이동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임.

   - 장비 시험 전 해저면에 다수의 트랜스폰더를 설치함. 그리고 수면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개별 트랜스폰더의 위치를 정밀측정함. 이때 장시간이 소요됨. 수중이동체에 트랜시버를 

장착하고 LBL 체계가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수중이동체가 이동하면 해당 장비의 수중위

치인식을 수행할 수 있음. 작업 종료 후 음향트리거를 이용하여 해저면에 설치된 트랜스

폰더를 수면으로 부상시키고 회수함.

   - 장점 : 매우 정밀함.

   - 단점 : 실험 시 매번 장시간 트랜스폰더의 교정이 필요, 트랜스폰더 회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 

Ÿ Short-baseline (SBL)

   - LBL 체계의 단점인 교정시 장시간 소요, 트랜스폰더 회수의 힘듦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

발된 체계임

   - 선체의 특정위치에 2개 이상의 트랜스시버를 설치함. 이때 설치된 트랜시버의 절대적 위

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수중이동체에 트랜스폰더를 장착하고 SBL 체계가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수중이동체가 이동하면 해당 장비의 수중위치인식을 수행할 수 있음.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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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중이동체에 설치된 트랜시버와 트랜스폰더는 서로 스위칭하여 장착 가능함.

   - 2개 이상의 트랜시버 또는 트랜스폰더가 장착되어야 하고, 선박에 장착되는 장비가 2개 

이상인 관계로 유지관리, 교정의 편의 등의 이유로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장점 : LBL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저렴함.

   - 단점 : 수중위치 측정 체계에 있어서 어정쩡한 금액, 성능을 보이는 포지션에 해당. 선체

에 다수 설치된 트랜시버 간의 위상차를 교정이 필요함.

Ÿ Ultra-short baseline (USBL)

   - LBL 체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지나 현재까지 구축된 수중위치인식 체계 

중 가장 편리하고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계임.

   - 선체의 특정위치에 1개의 트랜스시버를 설치함. 트랜시버에는 4개 이상의 트랜스듀서가 

이미 공장출하시 교정된 거리만큼 떨어져 장착되어 있음. 수중이동체에 트랜스폰더를 장

착하고 USBL 체계가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수중이동체가 이동하면 해당 장비의 수중위

치인식을 수행할 수 있음.

   - USBL 또한 작업 전 교정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LBL, SBL에 비하면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소요됨

   - 장점 : 현재 해양장비 위치인식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체계, LBL, SBL에 비

하여 저렴. SBL에 비하여 정밀도가 높음.

   - 단점 : LBL에 비하여 정밀도가 떨어짐. 

② 절대 기준시간
   - 다중 센서가 활용되는 체계에서는 각 센서들 간의 시간 동기화가 필수임. 특히 고속연산

체계에서는 클럭동기화를 수행하기도 함. 

   - 해양장비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정밀 시험체계를 사용함. 이들 장비에는 

기본적으로 고정밀 클럭생성기가 장착되어 있음. 또한 해양장비 성능평가 수준의 체계에

서는 시간동기화만 명확히 하면 개별로 장착된 클럭생성기와 연동하여 충분한 성능평가

를 수행할 수 있음.

   - 전지구상 어디에서 동일한 시간을 획득할 수 있는 GNSS는 UTC를 사용하고 있음.

Ÿ 세계 협정시 (UTC)

   - 현재 전 세계 표준시의 기준점임. 

   - 지구의 운동을 직접 반영하지는 않고, 원자시계에 기반을 둠.

   - 전 세계 상용/산업용 장비의 대다수는 UTC를 기반으로 동기화하여 사용함.

Ÿ 국제 원자시 (TAI)

   - 세슘-133을 기반으로 한 원자시임. SI단위계의 1초와 해당 시계의 1초가 정확히 일치함.

   - 해당 시간체계는 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간임. 현재 전 세계 표준시의 기준

③ 수중대상물 형상
   - 수중에서 특정 대상물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식의 소나를 활용한다.

Ÿ 프로파일링 소나

   - 선박 또는 해양장비 부착하여 이들이 이동함에 따라 측지좌표값, 해저면과의 고도값을 동

시에 측정하는 장비임. 가장 단순한 프로파일링 소나는 Echo sounder로 구현된 수심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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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이들을 선배열로 구성 후 배열체의 자세값을 동시에 확보하면 멀티빔 프

로파일링 소나가 됨. 

   - 멀티빔 프로파일링 소나로 수중대상물의 형상을 조사하면 정찰비행기가 확보한 항공정찰

사진과 같은 부류의 수중대상물 형상사진을 확보할 수 있음.

Ÿ 스캐닝 소나

   - 스캐닝 항공레이더와 유사하게 전방에 장착된 헤더에서 음파를 송신하고 대상물을 맞고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부가 획득함으로서 그 형상을 2D로 표현하는 소나

   - 프로파일링 소나와 달리 대상물 관찰 데이터가 좌표값으로 나오지 않고 강도값으로 표시

됨. 한번에 2D 이미지로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헤더가 회전 또는 이동속도에 따라 대상

물 형상이 업데이트 됨.  스캐닝 소나가 장착된 장비 또는 선박이 흔들리면 함에 따라 

대상물의 형상이 찌그러져 나타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함.

Ÿ 이미징 소나

   - 송수신부를 멀티배열로 설치하고 음파를 동시에 발사, 수신함으로서 오래된 흑백 사진과 

같은 2D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소나. 해당 소나 역시 스캐닝 소나와 유사하게 

대상물 관찰 데이터는 강도값으로 표시됨.

   - 영상의 질은 스캐닝 소나에 비하여 낮으나,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전방 형상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음. 

   - 현재 3D 영상을 구현하는 일부 이미징 소나도 있으나, 강도값으로 표현되는 이미지 특성 

상 3D 형상 구현은 사실상 불가능함. 

④ 하중
   - 하중을 측정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비는 로드셀임. 이외에 MEMS, 압력, PZT식 등 다양

한 방식이 있으나, 하중 정밀 측정에는 절대 다수로 브릿지 타입의 로드셀을 활용함.

 ○ 공통 시험평가 항목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 측정인자를 획득하기 위한 장비 체계를 정리

하고 시험평가용 구축장비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공통 시험항목 필수 측정인자 시험평가용 구축장비 체계 제안

수중위치추정

수중이동체 절대 위치 USBL system
수중위치정밀도

수중이동속도

내압성능

경과시간측정 절대 기준시간 GNSS기반 Time synchronizer

수중대상물형상 측정
(해저지형, 인공물 등)

수중대상물 형상
Multibeam profiling sonar, Side scan sonar, 

2D multibeam imaging sonar

하중측정 하중 Loadcell

❙표 2-5-22❙ 시험평가용 구축장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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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해양장비 시험평가 체계(안)

(1) 체계 도출

 ○ System test는 성능, 간섭, 안전, 부하, 안정성, 내구시험으로 분류할 수 있음

Ÿ 간섭시험, 안전시험, 부하시험, 안정성시험은 육상 또는 수조 시험이 유리

Ÿ 성능시험과 내구시험은 수조 또는 실해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리

❙그림 2-5-9❙ System test 분류

 ○ System test에 FAST(Functional Analysis System Technique)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2-5-10❙ System test의 FAST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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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를 기반으로 시험평가 총괄표를 작성함

   - 총 6가지의 기본 기능에서 성능 위주의 시험을 고려되었으며, 일부 간섭시험, 부하시험, 

안전시험 등은 환경시험에 포함될 수 있어서 환경시험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 단순화시켰음.

   - 총괄표는 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 시 활용되는 도표를 응용하였음.

   - 총괄표는 국방체계와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응용하여 시험평가항목을 대분

류, 중분류, 세분류로 나누었음.

   - 대분류는 방위사업법 21조의 시험평가 내용에 착안하여 기술시험(DT, Development Test), 

운용시험(OT, Operating Test)으로 분류하였음.

   - 중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 시험 평가 항목에 준하여 분류

하였으며, 대분류 및 성능 시험에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음.

   - 세분류의 경우에는 해양로봇 개발에 요구되는 실제 시험항목으로 분류하였음.

○ 총괄표의 각 항목 설명은 다음과 같음

Ÿ 대분류 : FAST의 기본 기능에 해당하며, 성능시험을 기술시험, 운용시험으로 구분

* 기술시험 : 기술적 개발목표의 달성여부를 검증하는 시험

* 운영시험 : 장비의 목적에 따른 운용성능 충족성, 적합성, 상호운용성 및 실용성 등을 확인하는 시험 

Ÿ 중분류 : FAST의 1차 요소에 해당하며, 기술시험에서는 제원, 기능, 환경시험으로 구분하였으

며, 운용시험에서는 운용성능, 임무수행 시험으로 구분하였음.

* 제원시험 : 치수나 무게 등 대상 장비의 기구적 외향 특성을 측정하는 시험

* 기능시험 : 대상 장비에 탑재된 기능 확인을 위해 규정된 절차와 시험장비 등을 이용해 평가하는 시험 

* 환경시험 : 규격서 등에 명시된 환경 조건이 대상 장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

* 운용성능시험 : 장비 운용 시 필요한 기본 성능의 충족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시험

* 임무수행시험 : 장비별 정해진 임무 수행(ex : 조사, 안전, 작업, 환경관리 등)의 적합도, 정확도, 신속도 등을 평가하는 시험

Ÿ 세분류 : FAST의 2차 요소에 해당하며, 실제 시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절차서가 작

성됨(임무수행시험 제외).

Ÿ 세세분류 : 임무수행시험만 세세분류를 가지며, 임무수행시험은 개별 임무 수행 시에 다양한 

로봇들의 임무 수행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세분류를 구분.

Ÿ 기준/방법 : 기존에 존재하는 관련 국가/단체 표준, 기관 및 단체의 기준을 명시

Ÿ 시험장치 : 해당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측정 장치

Ÿ 세부시험내용 : 세분류/세세분류에서 한 항목에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항목.

* ex) 추진기의 추력시험 : 추진기의 추력 값만 측정

* ex) 무인수중이동체의 추력시험 : 통합시스템의 추력, 방향각 등을 측정

Ÿ 절차서 : 시험절차서 파일명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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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괄표

대분
류

중분
류

세분류
(시험항목)

세세분류 기준/방법 시험장치 세부시험내용 절차서

기술
시험
(DT)

제원 
시험
(DT1)

크기 시험(DT1.1)   
거리 
측정기

너비
높이
길이

DT11.hwp

중량 시험(DT1.2)   
무게 

측정장치

총중량
공차중량
Payload
기타

DT12.hwp

기타(DT1.3)     　 DT13.hwp

기능 
시험
(DT2)

추진기의 
추력시험(DT2.1)

　 　 　 DT21.hwp

카메라의 
성능시험(DT2.2)

KS A ISO 12233
KSAISO15739

TTAK.KO-10.0331
TTAK.KO-12.0239

　

해상도
Fieldofview

휘도
SNR
기타

DT22.hwp

조명의 성능 
시험(DT2.3)

KS C 7613
KSC7712

KSCIEC60598-1
SPS-CKLFLC2601-7317

플리커 
측정 장비
광도측정기

광도/휘도
플리커(Flicker)

기타
DT23.hwp

Pan/Tilt의 성능 
시험(DT2.4)

　 　
분해능
최대각
기타

DT24.hwp

케이블/커넥터 
시험(DT2.5)

IEC 63026
KSCIEC62007-1

KSMISO37
EIAKDP-4011

　

삽입력
발거력

케이블인장력
기타

DT25.hwp

소나 성능 
시험(DT2.6)

KS C IEC 60050-801
KSCIEC61102

TTAK.KO-06.0501
TTAK.KO-06.0527

　

수신 신호 
전력값

수중주변잡음
해상도
주파수

탐지거리/각
기타

DT26.hwp

IMU/AHRS의 성능 
시험(DT2.7)

KS V ISO 8728
KSVISO25862

TTAS.KO-05.0040
　

가속도
오일러각
정적정확도
동적정확도

기타

DT27.hwp

DVL의 성능 
시험(DT2.8)

　 　
속도
기타

DT28.hwp

GPS/DGPS의 성능 
시험(DT2.9)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

시 제2018-4328호
KSXIEC60945
KSXIEC61108-3

　

위도
경도

타원체고
정적정확도
동적정확도

기타

DT29.hwp

USBL/SBL/LBL의 
성능 시험(DT2.10)

　 　
위치정확도
위치편차
기타

DT210.hwp

기타(DT2.11) 　 　 　 DT211.hwp

❙표 2-5-23❙ 시험평가항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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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
(DT3)

내열성/내한성 
시험(DT3.1)

KS C IEC 60068-2-1
KSCIEC60068-2-2

항온항습기
파손/손상/변형 여부
정상작동가능여부

기타
DT31.hwp

내압시험(DT3.2)
KR RB-05-K(303. 

내압동체)

고압챔버 
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파손/손상/변형 여부
정상작동가능여부

기타
DT32.hwp

방수시험(DT3.3)
KS C IEC 60529
MIL-STD-810G

　
파손/손상/변형 여부
정상작동가능여부

기타
DT33.hwp

진동시험(DT3.4) KS C IEC 60068-2-6

대형진동시
험기, 

중형진동시
험기

정상작동 가능 
여부

DT34.hwp

내충격시험(DT3.5)
KS C IEC 60068-2-27
잠수선기준/해양수산부

고시제2015-54호

중량 
충격시험기

파손/손상/변형 여부
정상작동가능여부

기타
DT35.hwp

내습성시험(DT3.6) KS C IEC 60068-2-30 항온항습기
정상작동 가능 

여부
DT36.hwp

EMI/EMC 
시험(DT3.7)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
원공고 제2021-10호

KN60945_60533
KSCIEC61000-4-1

10m전자파 
반무반사실

전도성 RF 
전자기장

방사성  RF 
전자기장

저주파수간섭
기타

DT37.hwp

방사소음시험(DT3.
8)

MIL-STD-740-1
KSIISO2923

소음기

소음 크기(음압 
레벨)

소음스펙트럼
기타

DT38.hwp

염수분무시험(DT3.
9)

KS C IEC 60068-2-52
염수분무챔버
습도챔버
대기챔버

파손/손상/변형 여부
정상작동가능여부

기타
DT39.hwp

기타(DT3.10) 　 　 DT310.hwp

운용
시험
(OT)　

운용
성능 
시험
(OT1)

무인수중이동체의 
추력 시험(OT1.1)

  

ITTC-Recommended 
Procedures and 

Guidelines(Propulsion/Bol
lard Pull test)

　
추력
방향각
기타

OT11.hwp

위험수심시험(OT1.
2)

    기준수심계

수심 평균값
재동작가능여부
파손/손상/변형

여부
기타

OT12.hwp

선회 시험(OT1.3)   
KS B ISO 18646-1, 
IMOMSC/Circ.1053

　
선수각
타각
기타

OT13.hwp

지그재그 
시험(OT1.4)

  IMO MSC/Circ.1053 　
선수각
타각
기타

OT14.hwp

통신 시험(OT1.5) 　 KS X IEC 60945 　

통신거리
감도

지연시간
전자파방출

기타

OT15.hwp

수중 위치 정확도 
시험(OT1.6)

　 　 　
수심 정확도
목표지점오차

기타
OT16.hwp

수심 정확도 
시험(OT1.7)

　 　 기준수심계

수심 평균값
수심정확도

수심반복정밀도
기타

OT17.hwp

자세정확도 
시험(OT1.8)

　 　 　
자세 정확도

자세반복정밀도
기타

OT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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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저항 
시험(OT1.9)

　 　 회류수조
유속
항력
기타

OT19.hwp

속도 시험(OT1.10) 　
KS V ISO 11592
KSBISO18646-1

　
평균 속도

기타
OT110.hwp

선수각 유지 
시험(OT1.11)

　

IMO Resoulution 
MSC.116(73)
KSVISO11674
KSVISO25862

　
선수각 오차

기타
OT111.hwp

수심 유지 
시험(OT1.12)

　 　 기준수심계
수심 평균값
수심표준편차

기타
OT112.hwp

경유점 추종 
시험(OT1.13)

　 　 　
경유점 통과 

여부
기타

OT113.hwp

경사 8자 
시험(OT1.14)

　 　 　

자세값
경로
방향각
수심
기타

OT114.hwp

장애물 회피 
시험(OT1.15)

　
KS B ISO 18646-2

KSB7312
KSB7314

　

주행시간
장애물접촉여부
회피성능지수

기타

OT115.hwp

임무
수행 
시험
(OT2)

조사 임무(OT2.1)

관측(OT2.1.1) OT211.hwp

맵핑(OT2.1.2) OT212.hwp

시료채취(OT2.1.3) OT213.hwp

구조물조사(OT2.1.4.) OT214.hwp

안전 임무(OT2.2)

감시(OT2.2.1) OT221.hwp

수색(OT2.2.2) OT222.hwp

구조/구난(OT2.2.3) OT223.hwp

작업 임무(OT2.3)

메니퓰레이팅(OT2.3.1) OT231.hwp

트렌칭(OT2.3.2) OT232.hwp

굴삭(OT2.3.3) OT233.hwp

워터제팅(OT2.3.4) OT234.hwp

암반파쇄(OT2.3.5) OT235.hwp

채광/양광(OT2.3.6) OT236.hwp

시추/코어링(OT2.3.7) OT237.hwp

구조물 해제(OT2.3.8) OT238.hwp

환경관리 
임무(OT2.4)

해양 쓰레기 청소(OT2.4.1) OT241.hwp

부착생물제거(OT2.4.2) OT242.hwp

양식장 청소(OT2.4.3) OT243.hwp

환경 준설(OT2.4.4) OT244.hwp

유류 제거(OT2.4.5) OT245.hwp

수질 개선(OT2.4.6) OT246.hwp

기타(OT2.4.7) OT247.hwp

기타(OT2.5)

주행(OT2.5.1) OT251.hwp

도킹(OT2.5.2) OT252.hwp

기타(OT2.5.3) OT2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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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서

□ 해양장비 시험평가 절차서 개발

○ 4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시험절차서에 대한 제안표준(안)을 작성함

Ÿ 수심정확도 시험 (OT 1.7)

Ÿ 수심유지 시험 (OT 1.12)

Ÿ 위험수심 시험 (OT 1.2)

Ÿ 속도 시험 (OT 1.10)

○ 시험절차서의 내용은 기존에 작성한 시험절차서(안)을 바탕으로 개요, 시험절차, 시험결과의 

3가지 파트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개요 안에 포함되었던 참고 문헌이 별도 

파트로 구성하였음

Ÿ 시험 목적, 표준 및 지침, 용어 정의, 시험 장비, 수락 기준, 사전완료 시험항목, 사전준비 사

항, 소요 시간, 기타로 구성

※ 시험절차서(안)에서는 참고 문헌이 개요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참고 문헌은 별도 파트로 분류하였으며,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

련이 있는 내용은 표준 및 지침으로 변경하였음

※ 절차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추후 해양장비와 관련된 용어사전을 정리

할 필요성이 있음(예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항공기술용어집, 해양수산 용어 사전 등) 

※ 기타 항목은 용어 정의에서 다룰 수 없는 자세한 설명이나 관련식(예 : 압력-수심 변환식) 등을 포함하고 있음

Ÿ 시험절차 : 시험 전 사전 준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Ÿ 시험결과 : 총괄표의 기준/방법, 사전 협의 사항 및 결과값들로 구성 

○ 작성된 시험절차서는 추가 연구를 통하여 내용 수정이 있을 수 있음. 총괄표의 각 항목 수

정이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시험절차서는 변경되어야 함. 시험절차 수행

을 위해 요구되는 장치가 있다면 그에 맞는 장치개발이 또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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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정확도 시험 (O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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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유지 시험 (OT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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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수심 시험 (O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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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시험 (O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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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중영상 융합기술 개발

Ÿ 우리바다의 해저자원탐사, 수중건설로봇, 항만인프라 유지관리, 기뢰탐지 및 조난자 수색 등 

다양한 수중 작업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로 더욱 고도화된 

무인자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Ÿ 무인자동기술을 도입한 수중로봇이 극한적이고 다변하는 수중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안전

하고 정확하게 수중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중 상황을 가시화하고 필요 정보를 수집·제공하

는 영상 센싱기술은 핵심 요소기술임

Ÿ 수중의 시각적인 영상을 촬영하는 광학 카메라와 관심 대상체의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빔 

소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상 센서임

- 멀티빔 소나는 다중음파를 주사하여 실시간으로 수중환경을 영상화하는 장비로 물에 의한 음

파 신호의 감쇠가 적고 심한 탁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도 물체를 탐지할 수 있으

나 고가 장비로 다양한 수중 작업에 활용하기 어렵고 낮은 영상품질로 일반인이 소나영상으

로부터 필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 광학 카메라는 렌즈를 투과한 빛 신호를 색조로 표현하여 시각적 영상을 촬영하여 수중 환경

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나 물과 부유물에 의한 빛의 물리적인 감쇠 (attenuation) 현

상으로 인하여 탁도가 높은 우리바다에서 광학 영상의 선명도 및 대조도가 저하됨

Ÿ 수중영상화를 위하여 광학영상과 소나영상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바 각 영상의 품질 저하 현

상을 보정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두 영상을 융합하는 기술을 개발함

- 수중 광학영상의 경우 물에 의한 빛의 흡수 및 산란현상으로 영상의 선명도가 저하되고 색조

가 편향되는 현상을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함

- 수중 소나영상의 경우 음파신호를 주사하고 돌아오는 시간차에 의하여 영상화하여 직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대조도 및 잡음이 강하므로 이를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함

- 광학영상의 직관적인 시각정보 및 색상정보와 소나영상의 거리 정보를 융합하는 기술을 개발

하여 두 영상을 정합하거나 두 데이터로부터 3차원 점군데이터를 추출하여 수중상황을 가시

화함

2-6-1 수중 광학영상 선명도 강화 기술

□ 수중 광학영상 선명도 강화를 위한 영상융합 기법 및 UGAN 딥러닝 기법 개발

Ÿ 빛의 붉은, 파란, 녹색의 신호를 측정하여 RGB 색조모델로 표현되는 수중광학영상은 물 또는 

부유물에 의하여 산란 및 감쇠 등의 물리적 방해요인으로 품질이 저하되므로 수중광학영상의 

선명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영상융합기반 및 딥러닝 기반 선명도 강화 기술을 개발함

Ÿ 영상융합기반 강화기술은 RGB (red-green-blue) 색조 채널 간 균형을 잡아주는 칼라 보정, 

CLHEP (contrast limit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과 UMP (unsharp masking process) 방법

을 통하여 1단계 결과영상의 contrast와 edge sharpness 등의 화질 및 탁도 개선, 가중치 맵에 

따라 융합하여 최종적으로 수중광학 영상의 선명도 향상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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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 수중 광학영상 선명도 강화를 위한 영상융합기술

Ÿ 수중영상과 깨끗한 영상을 훈련데이터로 사용하여 생성기와 판별기 네트워크를 경쟁적으로 훈

련시켜 수중영상으로부터 개선된 영상을 생성하는 UGAN 딥러닝 기법 개발

❙그림 2-6-2❙ 수중 광학영상 선명도 강화를 위한 UGAN 딥러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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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광학영상 선명도 강화기술의 성능을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을 통해 평가하기 위하

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중영상을 만들고 영상융합기술과 UGAN을 적용하여 정량적 성능평가

를 수행하여 개선전후 pSNR 비율 1.5배 이상의 성능지표 달성

❙그림 2-6-3❙ 수중 광학영상 선명도 강화를 위한 영상융합기술 및 UGAN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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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수중 소나영상 대조도 강화 기술

□ 수중 소나영상 잡음제거 및 대조도 강화를 위한 Median 필터와 Gamma correction 기법 개발

Ÿ 다중 음파빔을 여러 각도로 주사하고 돌아오는 음파신호의 검출 시간을 기반으로 물체와 소나

센서 간 거리를 추정하여 2차원 멀티빔 소나영상을 형성 

❙그림 2-6-4❙ 2차원 멀티빔 소나 영상

Ÿ 수중 소나영상의 잡음을 제어하기 위한 세 가지 잡음제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성능을 비교

- [Median 필터] 커널 내 화소값을 오름차순으로 배열시킨 후 중간값으로 대체하는 필터

❙그림 2-6-5❙ Median 필터 원리

- [Bilateral 필터] 화소값 및 화소거리에 따라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잡음제거 및 경계선을 

보존하는 필터

❙그림 2-6-6❙ Bilateral 필터 원리

- [Wavelet 필터] 여러 단계를 통하여 Wavelet 변환을 수행하고 LL밴드내 정보를 바탕으로 잡

음 제거하는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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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Wavelet 필터 원리

- 소나영상 (예, swimmer, 864x674 해상도)에 median (5x5 커널), bilateral (5x5) 및 wavelet (3 

level)을 적용하였을 때 median 필터가 가장 빠른 연산시간과 가장 좋은 CNR (contrast to 

noise ratio)을 보임

❙그림 2-6-8❙ 수중 소나영상 잡음제거기술 성능 비교

Ÿ 수중소나영상은 높은 배경신호를 가지므로 관심물체의 대조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대

조도향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성능을 비교

- [CLAHE (contrast 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커널기반으

로 확장하며 특정 값에 몰리지 않도록 최대 histogram값을 넘지 못하도록 제어하면서 대조도

를 개선

❙그림 2-6-9❙ CLAHE 대조도 강화기술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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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ma correction] 입력 소나영상의 최소 및 최대값을 파라미터 γ에 따라 변환해주는 알고

리즘으로 γ가 1보다 작을수록 작은 화소값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음

 × 
 



❙그림 2-6-10❙ Gamma correction 대조도 강화기술 원리

- 소나영상 (예, swimmer, 864x674 해상도)에 CLAHE 및 gamma correction (γ=0.4)을 적용하였

을 때 gamma correction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좋은 CNR을 보임

❙그림 2-6-11❙ 수중 소나영상 대조도 강화기술 성능 비교

Ÿ 소나영상 (예, swimmer, 864x674 해상도)에 median (5x5 커널)과 gamma correction (γ=0.4)을 

적용하였을 때 시간 6.8 msec, CNR은 4.1을 보이며 잡음제거 및 대조도 강화 알고리즘을 적용 

전후로 CNR은 2.3배 (CNRafter/CNRbefore) 증가

❙그림 2-6-12❙ 수중 소나영상 잡음제거 및 대조도 강화 결과



- 310 -

2-6-3 수중 광학/소나 영상 융합 기술

□ 수중 광학/소나 영상융합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 기법 및 융합영상 3차원 가시화 기법 개발

Ÿ 수중광학영상의 가시적인 색조 정보와 소나영상의 거리 정보를 융합하기 위한 두 센서의 기하

학 위치 정보를 유추하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기술과 두 영상정보인 색조와 거리를 정합하고 3

차원 점군데이터로 표현하는 기술을 개발함

○ 수중 광학/소나 영상융합 시스템 구축

Ÿ [하드웨어] 광학카메라 2대 (OTAQ Eagle IPZ 4000), 멀티빔 소나 2대 (Blueview 

M900-2250-130-D, Blueprintsubsea Oculus M1200d), 탁도 센서 (Valeport Hyperion Turbidity) 

및 2대의 조명으로 구성

- 부피(너비*두께*높이) : 1.3 * 0.4 * 0.7 m

- 무게 : 약 70kg 

- 운영방식 : Network 기반 유선 데이터 통신 (1케이블=전원+통신)

❙그림 2-6-13❙ 수중 광학소나 융합시스템 설계도 및 실제 시스템

Ÿ [소프트웨어] PC기반 수중 광학소나 융합시스템 구동 및 영상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광학 

및 소나 영상 동시촬영 기능, 광학영상 강화 알고리즘, 소나영상 강화 알고리즘, 광학·소나영

상 융합 알고리즘 탑재

❙그림 2-6-14❙ 수중 광학소나 융합시스템 구동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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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광학/소나 영상융합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 기법 개발

Ÿ 수중 광학카메라와 소나의 기하학 위치 정보를 추정하기 위하여 RGB 색조를 가지는 알루미늄 

판과 아크릴 판으로 원하는 패턴을 설정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 모형을 제작하고 캘리브레이

션 데이터를 얻기 위한 광학 및 소나영상을 동시 촬영하는 실험 수행

❙그림 2-6-15❙ 수중 광학소나 융합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모형 및 실험

Ÿ 광학 및 소나 캘리브레이션 영상 내 모서리 점의 영상좌표     와 상응하는 절대좌표 

     를 추출하고 절대좌표계 (Wxyz)와 각 영상장비 좌표계 사이의 기하학 변환행렬 

(PC1W, PC2W, PWS1, PWS2)을 유추함

          ∴ 








❙그림 2-6-16❙ 수중 광학소나 융합시스템 기하학 변환행렬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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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에서 촬영한 광학 및 소나영상에 개발한 화질 강화 기술을 적용

Ÿ [광학영상] 영상융합기반 강화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수조환경 특성상 white-balance 단계는 적

용하지 않음) UIQM (underwater image quality measure)이 강화기술 적용 전후 3배 

(UIQMafter/UIQMbefore) 이상 향상됨

Ÿ [소나영상] 잡음제거와 대조도 강화기술인 median (10x10 커널)과 gamma correction (γ=0.2)을 

적용하였으며 듀얼주파수를 제공하는 Blueview M900-2250-130의 900 kHz (477x899)와 2250 

kHz (1228x2282) 소나영상에 대해 각각 강화시간 42.5와 96.9 msec를, CNR은 강화전후 1.8배와 

1.3배 (CNRafter/CNRbefore) 증가함

❙그림 2-6-17❙ 수중 광학 및 소나영상 강화기술 적용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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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계산된 기하학 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광학영상 내 관심영역을 절대좌표계와 소나 좌표계로 차

례로 변환하여 소나영상 위에 광학영상을 정합하고 소나영상에서 측정한 거리 정보를 이용하

여 최종적으로 관심영역의 point clouds를 추출하여 3차원 표면 모델을 생성 (정합과 point 

clouds 계산시간: 460.8 msec)

❙그림 2-6-18❙ 수중 광학 및 소나영상 좌표계 간 변환 과정

□ 수중 광학/소나 영상융합 시스템 수조 및 실해역 성능 검증

Ÿ 수중 광학/소나 융합시스템 수조실험 : 수조 내 촬영한 RGB 모형의 광학 및 소나 영상에 개발

한 영상융합기반 강화기술과 median & gamma correction 강화기술을 적용하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로 얻어진 기하학 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광학과 소나 영상을 정합

- 안정적인 상황인 수조에서 광학과 소나 영상이 동시 촬영되었으며 개발된 강화기술을 적용할 

경우 선명도 및 대조도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광학영상 내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관심영역의 색조 정보를 소나 영상위에 정합할 경우 해당 

대상물에 잘 정합되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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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9❙ 강화된 수중 광학 및 소나 영상

❙그림 2-6-20❙ 수중 광학 및 소나 영상융합 

 

Ÿ 수중 광학/소나 융합시스템 실 해역 작동 시험 : 포항 실 해역에서 수중작업 가시화를 위한 광

학소나 융합시스템의 광학·소나영상 동시 촬영 및 개선·융합 알고리즘 작동 시험

- 실해역의 경우 수중 광학과 소나영상을 동시촬영 시 파도 등 급변하는 해양환경이 데이터 전

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특히 광학 카메라의 경우 자동 초점맞춤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을 경우 수중에서 초점을 맞출 수 없어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어 입수 전에 자동 초점

맞춤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실해역에서 촬영한 수중 광학과 소나영상의 강화기술이 잘 적용되어 품질성능인 CNR과 

UIQM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나영상 위에 광학영상이 정합되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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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1❙ 광학소나 융합시스템 장영실호 실해역 실험

     

❙그림 2-6-22❙ 수중 광학소나 융합시스템 : 영상강화 결과 (원영상 vs 개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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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3❙ 수중 광학소나 융합시스템 : 영상융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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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양 장거리, 고용량 전송 시스템 개발 

2-7-1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

□ 개요

Ÿ 최근 해양자원 탐사, 해양 경비 등의 목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환

경에서의 무선통신 서비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Ÿ 하지만 해양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상용 무선통신 장비로는 장거리 고용량 해양

통신 시스템 구현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음

Ÿ 예를 들어, 해상에 위치한 선박에서 지향성 안테나를 활용 시, 파도 및 바람으로 인한 선박의 

심한 흔들림 및 회전으로 육상 (관제센터)에 설치한 지향성 안테나와의 빔 조절이 어려워 활

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Ÿ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박의 흔들림에도 관제센터와 선박 양측 지향성 안테나의 빔을 자동 조절

해주는 pan-tilt 짐벌 (Gimbal) 기반의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상용 무선통신 장비를 이용한 장거리 고용량 해양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Ÿ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

- 육상 관제센터 측과 해상 선박 측에 각각 설치된 Pan-tilt 짐벌 (Gimbal) 기반 안테나를 통해 

원격지 간에 네트워크를 원활히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구성

- 육상과 해상 간 통신 시, 실시간 빔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신 성능이 저하 되므로, 원활

한 네트워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짐벌 안테나는 상호 통신이 연결되는 시점에 상대

측의 GPS 위치 (위도, 경도, 고도) 값을 수신 후 현재 자신의 위치와 대상의 위치 간의 방위

각, 거리, 고도차를 계산하고, 각 짐벌 별로 자세를 보정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

- 이에 더하여, two-hop relay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양방향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다 더 먼거리에서의 해상 통신 구현

□ 특징

Ÿ 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은 단순히 Pan-tilt 짐벌의 방향 전환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세를 유지하거나 특정 두 지점간의 통신로 확보 등 

다양한 형태로 기능 확장 가능

Ÿ  개발한 시스템에 AHRS(자세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시스템 자체와 연동되어 현재 자세 상태

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

Ÿ 또한, 외부 시스템(선상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자세 정보의 오차를 보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음

Ÿ 시스템 내부에 GPS 좌표 간 연산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GPS 정보 수신 시 해당 위치 간의 거

리 및 고도차와 방위각을 산출하여 자세를 보정하고 컨트롤 판넬에 부착된 GPS 신호를 수신

함으로써 스스로 이동 방향을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자세 보정 가능

□ 동작 시퀀스 

Ÿ 자동 빔 조절 시스템 간 통신 연결을 위한 동작 시퀀스는 다음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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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동 빔 조절 시스템 간 통신을 위하여 master node와 slave node를 정의

Ÿ 육상 관제센터 ↔ 해상 선박 사이의 네트워크 시나리오상에서는 육상 관제센터를 master 시스

템으로, 해상 선박을 slave 시스템으로 정의

Ÿ 해상 선박 ↔ 해상 선박 사이의 relay 네트워크 시나리오상에서는 relay node 역할의 선박을 

master node로, source node 역할의 선박을 slave node로 정의

Ÿ  Slave node에서는 master node의 위치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slave node는 사

전 준비 과정 없이 지향성 안테나가 master node가 위치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음

Ÿ Slave node에서 통신연결을 위한 신호를 전송하는 동안 master node에서는 신호 스캐닝 작업

을 수행하고 slave node의 신호를 관측

Ÿ Slave node로부터 전달받은 위치정보를 통해 slave node로의 목표 방위각과 고도차이를 계산

하여 빔조절

Ÿ Relay 네트워크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신 연결을 수행함

❙그림 2-7-1❙ Master-Slave 시스템 간 동작시퀸스

□ 시스템 구성

○ 전체 구성도

Ÿ 짐벌 안테나를 이용한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음

Ÿ AHRS, GPS, MCS (모니터링/컨트롤 시스템), 지향성 안테나 & Pan-tilt driver로 구성

Ÿ AHRS와 GPS 수신기로부터 수신된 방위정보와 위도, 경도, 고도의 위치정보는 MCS로 전달

Ÿ MCS는 수신된 정보를 Pan-tilt driver로 전달을 시켜주는 역할 및 Pan-tilt driver와의 인터페이

스를 제공함

Ÿ 또한, MCS는 Pan-tilt driver의 수동 동작 제어와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Ÿ Pan-tilt driver는 지향성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현재 통신상태를 MCS로 전송하고, 현재의 위치 

및 방위정보를 바탕으로 지향성 안테나의 목표 방향을 계산하는 역할을 담당함

Ÿ 또한, MCS로부터 전송받은 제어신호를 기반으로 좌우 상하로 동작하고 상대쪽 안테나와 통신

연결 후 자동 tracking 기능을 수행

Ÿ Pan-tilt driver는 내부 IMU (관성측정센서)를 통해 지향성 안테나의 자세 유지기능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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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그림 2-7-2❙ 자동 빔 조절 시스템 구성

정면      후면

❙그림 2-7-3❙ Pan-tilt driver 외관 

 

○ 자동 빔 조절시스템 GUI 구성

Ÿ 지향성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실해역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

하여 GUI 소프트웨어를 제작

Ÿ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의 GUI를 다음 그림에 나타냈고 각 패널들의 자세한 기능을 다음 표에 

나누어 나타내었음

Ÿ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의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시스템 접속부: 시스템에 접속하고 접속 여부 표시

- 상태정보 표출부: 시스템의 자세정보 및 내부시스템 정보를 표시

- Target 정보 표시부: 선박 및 육상에서 수신산 GPS정보와 Heading 정보를 출력하고, Target

과 통신 확인 시 서로간의 거리 및 각도 정보 표시

- 자세정보 확인부: 진북을 기준으로 시스템의 자세정보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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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제어부: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

Ÿ 시스템 접속부는 시스템 접속 시 수신된 시스템 정보를 통해 현재의 시스템이 선박용으로 설

정되어 있는지 육상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

Ÿ 이 때, 선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SHIP 으로 육상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LAND로 표시 

됨

Ÿ System IP Address 입력부 표시창에는 선박시스템의 경우 192.168.0.172 로 육상 시스템의 경

우 192.168.0.174 로 설정

Ÿ System 접속 버튼을 눌러 Ethernet을 통하여 접속하며, 정상적으로 접속된 경우 오렌지 색으

로 [Connected]로 표출되고 접속이 되지 않은 경우 검은색으로 [Connect]로 표시됨

Ÿ 상태정보 표출부의 ARHS 패널은 짐벌 시스템에 부착된 AHRS 자세센서 정보를 출력하고 시스

템의 설치장소 정보와 별개로 짐벌 자체의 현재 자세정보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

Ÿ Gimbal Infro 패널은 짐벌 자체의 상태정보, 동작 모드 및 짐벌의 센터를 기준으로 이동된 각

과 시스템 내부의 온도 습도 정보를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

Ÿ Position Offset 패널에서 짐벌 시스템의 설치 위치에 따라 실제 진북과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

한 상수를 설정할 수 있음

Ÿ Target 정보 표시부의 Local은 선박에서 제공되는 GPS 및 Heading 정보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

Ÿ Target은 Target이 되는 대상지점에서 수신된 GPS 정보를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Target 

Angle, Distance, Bearing은 Local과 Target의 GPS 및 Heading 정보를 기준으로 목표각을 표출

하며, 이때 상호간의 거리차를 GPS 좌표를 기준으로 미터(M) 단위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역할

을 담당

Ÿ 자세정보 확인부는 짐벌의 현재 자세정보 표시, 현재의 Heading 및 Pitch를 표시, 목표방위 및 

목표 Pitch를 표시, 목표 자세와 오차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 제어부의 Gimbal 

connection은 짐벌 시스템의 외부 제어기 접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 제어기와의 접속을 강

제 종료하거나 재연결하고, 짐벌 내부제어기 동작에 이상이 있을 경우 중지 시키기 위해 사용

함

Ÿ Auto Mode에서는 상황에 따라 모드를 변경 가능하며 짐벌 시스템의 동작모드를 지정할 수 있

음

Ÿ 또한 [Auto] 버튼 클릭 시 Target 정보 표시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자세를 보정 

Ÿ Centering은 짐벌 시스템의 Pan-tilt 자세를 초기화 시키는 역할을 함

Ÿ 육상 시스템에서만 사용하는 Scan otion은 짐벌 시스템을 자동 모드로 초기 운영시 Target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짐벌 시스템의 Pan을 주기적으로 회전시키는 동작을 수행하며, 이 때, 짐

벌 시스템의 회전 간격과 주기를 지정할 수 있음

Ÿ Move는 Gimbal System이 수동모드일 때만 동작하며, Pan 및 Tilt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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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자동 빔 조절시스템 GUI

구성 
화면

상세 
설명

Ÿ Gimbal System 접속 시 수신된 시스템 정보를 통해 현재의 시스템이 선박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육상용으로 설
정되어 있는지 표시한다

Ÿ 선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SHIP 으로 육상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LAND료 표시된다

Ÿ  Gimbal System IP Address 입력부
Ÿ  선박 시스템의 경우 192.168.0.172 로 육상 시스템의 경우 192.168.0.174 로 설정되어 있다

Ÿ  Gimbal System 접속 버튼
Ÿ  Gimbal System과 Ethernet을 통하여 접속하며, 정상적으로 접속된 경우 오렌지 색으로[Connected]로 표출되고 접
속이 되지 않은 경우 검은색으로 [Connect]로 표시된다.

❙표 2-7-1❙ 시스템 접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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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화면 상세 설명

AHRS

Ÿ  Gimbal System에 부착된 자세센서 정보 출력
Ÿ  System의 설치장소 정보와 별개로 Gimbal 자체의 현재 자세정
보를 확인

Gimbal Info

Ÿ  Gimbal 자체의 상태정보
Ÿ  동작 모드 및 Gimbal의 센터를 기준으로 이동된 각과, 시스템 
내부의 온습도 정보 출력

Position Offset

Ÿ  Gimbal System의 설치 위치에 따라 실제 진북과의 오차를 보정
하기 위한 상수를 설정

 

Ÿ  AHRS 및 Gimbal 내부제어기와의 접속상태 표시
Ÿ  정상적으로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녹색,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회색으로 표시

❙표 2-7-2❙ 상태정보 표출부

구성 화면 상세 설명

Local

Ÿ  선박에서 제공되는 GPS 및 Heading 정보를 수신하여 출력

Target

Ÿ  Target이 되는 대상지점에서 수신된 GPS 정보를 출력

Target Angle/Distance/Bearing

Ÿ  Local과 Target의 GPS 및 Heading 정보를 기준으로 목표각을 표출하
며, 이때 상호간의 거리차를 GPS 좌표를 기준으로 미터(M) 단위로 환
산하여 표시 

 

Ÿ  Gimbal System의 외부제어기 1,2번 간의 통신상태를 표시
Ÿ  정상적으로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녹색,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회색으로 표시

❙표 2-7-3❙ Target 정보 표시부

구성 
화면

상세 
설명

Ÿ Gimbal의 현재 자세정보 표시
Ÿ 현재의 Heading 및 Pitch를 표시
Ÿ 목표방위 및 목표 Picth를 표시
Ÿ 목표 자세와 오차를 표시

❙표 2-7-4❙ 자세정보 확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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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화면 상세 설명

Gimbal Coonnection

Ÿ  Gimbal System의 외부 제어기 접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 제어기
와의 접속을 강제 종료하거나 재연결

Ÿ  Gimbal 내부제어기 동작에 이상이 있을 경우 중지 시키기 위해 사용

Auto Mode

Ÿ  Gimbal System의 동작모드 지정
Ÿ  상황에 따라 모드 변경 가능
Ÿ  [Auto] 버튼 클릭 시 Target 정보 표시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자세를 보정한다 

Centering

Ÿ  Gimbal System의 Pan 및 Tilt의 자세를 초기화 한다

Scan Option (육상만 해당)

Ÿ  Gimbal System 자동 모드로 초기 운영 시 Target의 위치를 찾기 위하
여 Gimbal System의 Pan을 주기적으로 회전시키는 동작 수행

Ÿ  Gimbal System의 회전 간격과 주기를 지정

Move

Ÿ  Gimbal System이 수동 모드일 때만 동작
Ÿ  Pan 및 Tilt를 회전

❙표 2-7-5❙ 시스템 제어부

○ 시스템 상세 구성도

Ÿ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을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

Ÿ 외부제어기, 내부제어기, 선박정보, MET APP, 안테나, 선박 모니터링 정보, 육상 모니터링 정

보를 이용하여 짐벌 안테나 시스템을 구성

Ÿ BeagleBone Black (BBB) 보드를 사용하여 외부제어기1과 외부제어기2로 활용하고, STM32 보

드를 내부제어기로 활용

Ÿ 외부제어기1은 선박과 관제센터의 상태정보 및 짐벌의 상태정보 취득, 짐벌 제어명령 전송, 내

부제어기 상태정보 송신, 외부제어기 2로의 위치정보 송신, MET APP으로의 제어 및 동작정보 

송수신 역할을 담당

Ÿ 외부제어기2는 외부제어기1에 Target의 현재좌표 정보 송신, Target 외부제어기2로부터 현재 

좌표 위치정보 송수신, Target과의 연결상태 감시 역할을 수행

Ÿ 내부제어기는 MET APP으로부터 수신되는 Pan-tilt 동작 명령 수행, 외부 제어기로부터 수신받

은 현재 자세와 목표각도로 이동각 산출 및 자세 변경의 역할을 수행

Ÿ 선박정보는 선박 및 설치 지점의 위치정보와 방위를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

Ÿ MET APP은 Pan-tilt 초기화 및 동작 제어 수행, 선박 및 육상에서 취득되는 상태정보 표출 및 

내/외부 제어기의 상태정보 표출 역할을 수행

Ÿ 안테나는 육상과 선박 사이의 네트워크망 구성 역할을 수행

Ÿ 선박 모니터링은 선박 내부의 통신망 연결 역할을 수행

Ÿ 육상 모니터링은 육상 시설의 내부 통신망 연결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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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안테나 짐벌 시스템 구성

○ 외부 제어기 Interface 구성

Ÿ 외부제어기1과 외부제어기2의 Interface 구성을 다음 그림들에서 각각 나타냄

Ÿ 외부제어기1은 Ethernet 기반 UDP 통신으로 선박 내부의 GPS 및 Heading 정보를 취득하고, 

Ethernet 기반 TCP 통신으로 짐벌의 TCP Server Socket에 접속하여 MET APP 및 외부 시스

템과 접속함

Ÿ 그리고 직렬통신으로 짐벌의 자세를 확인하기 위한 AHRS의 자세정보를 취득하고 외부 제어기

로 정보를 송신

Ÿ 외부제어기2는 Ethernet 기반 UDP 통신으로 Target 시스템의 GPS 및 Heading 정보를 취득하

고, 직렬통신으로 외부 제어기에 정보를 송신

❙그림 2-7-6❙ 외부제어기 1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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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7❙ 외부제어기 2 Interface

○ 외부 제어기 Process 구성

Ÿ 외부제어기1과 외부제어기2의 Process 구성은 다음 그림들과 같음

Ÿ 외부제어기1의 짐벌 Process는 Uart, UDP, TCP Manager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관리, Local 

Location과 Target Location 간 방위각 계산, 짐벌로 전송하기 위한 위치 및 자세정보 관리, 짐

벌 및 Control Application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어명령 및 상태정보 생성 역할을 수행

Ÿ Uart Manager는 AHRS로부터 Orientation 정보 수집, 짐벌 Process로부터 AHRS 제어명령 수신 

시 AHRS로 제어명령 전달, 외부제어기2로부터 Target Location 정보 수신 처리 및 Local 

Location 정보 전송 역할을 수행

Ÿ UDP Manager는 선상으로부터 선박의 GPS, Heading 정보 수신 처리 역할을 담당한다. TCP 

Manager는 Control Application으로부터 짐벌 제어명령 수신, 짐벌로 제어명령, 자세 및 위치정

보 전송, 짐벌 상태정보를 Control Application으로 전송 역할을 수행

Ÿ 외부제어기2의 Main Process는 Uart, UDP Manager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관리, Target 외부제

어기2로 전송하기 위한 위치정보 관리, 외부제어기1로 전송하기 위한 Target Location 정보 생

성 역할을 수행

Ÿ Uart Manager는 외부제어기1로부터 Local Location 정보 수신 처리, 외부제어기1로 Target 

Location 정보 전송 역할을 수행

Ÿ UDP Manager는 Target 외부제어기2로 Local Location 정보 전송, Target Location 정보 수신 

역할을 담당

❙그림 2-7-8❙ 외부제어기 1 Process



- 326 -

❙그림 2-7-9❙ 외부제어기 2 Process 

○ 외부 제어기 제어

Ÿ 외부 제어기는 Linux 기반의 싱글 보드형 컴퓨터로,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부제어

기에 접속가능

Ÿ 다음 표는 외부 제어기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나타낸 그림임

Ÿ 선박용 외부제어기 1,2로의 원격 접속시 IP Adress는 제어기 1의 경우 192.168.9.172, 제어기 2

의 경우 182.168.0.173으로 설정

Ÿ 육상용 외부제어기 1,2 로의 원격 접속시 IP Adress는 제어기 1의 경우 192.168.0.174, 제어기 

2의 경우 182.168.0.171로 설정

Ÿ Linux 명령어를 이용하여 내부 파일 정보 및 설정 정보를 확인 가능함

Ÿ 외부제어기에는 제어동작을 하는 Process 뿐만 아니라 Source Code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원

격으로 기능 및 동작 수정이 가능함

Ÿ 외부제어기의 제어 프로세서는 [Test]라는 명칭으로 동작하며, 리눅스 명령어인 ps-ef를 이용

하여 프로세스의 정상 동작유무를 확인 가능함

Ÿ 외부제어기의 동작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ps-ef 명령을 이용하여 Process ID를 확인 후 kill 

명령을 이용하여 강제 종료할 수 있음

구성 화면 상세 설명

선박용 외부제어기 IP Address 설정

 제어기 1 : 192.168.0.172

 제어기 2 : 182.168.0.173

육상용 외부제어기 IP Address 설정

 제어기 1 : 192.168.0.174

 제어기 2 : 182.168.0.171

❙표 2-7-6❙ 외부 제어기 원격 접속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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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양방향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

Ÿ 원근해의 선박으로부터 실시간 HD급 영상 전송을 목표로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

의 테스트베드를 다음 그림과 같이 구축

Ÿ 장거리 (15km 이상) 고용량 통신의 실 해역 테스트를 위한 Two-hop relay 네트워크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

Ÿ 육상 관제센터(sink node)는 원근해의 선박(source node)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집 및 

네트워크 전체를 관제하는 역할을 담당함

Ÿ 원근해 선박과 육상 관제센터 간의 1 대 1 통신이 불가능한 장거리에서의 해양 통신 시나리오

에서는 원근해 선박과 육상 관제센터 사이에 중계선박이 필요함

Ÿ 중계선박은 원근해 선박에서 생성된 각종 데이터를 relay system을 통하여 육지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

Ÿ relay 시스템은 두 개의 유선상으로 연결된 지향성 안테나가 탑재된 자동 빔 조절 시스템 pair

로 구성되어 있음

Ÿ 육상 관제센터, 원근해 선박, 중계선박의 빔 조절 시스템들은 각각 통신 링크가 원활히 연결되

도록 pan-tilt 짐벌을 동작시킴

❙그림 2-7-10❙ Two-hop relay 네트워크 구성

❙그림 2-7-11❙ Relay node 시스템 선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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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실증 시험

(1) 실증 테스트 #1: 육상-소형 선박 간 테스트

Ÿ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을 활용하여, 육상과 10km 떨어진 해역에서 HD 영상의 끊

김없는 전송, 10ms 이내의 제어정보 송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해역 테스트를 수행함

Ÿ 구체적인 목표치에 따른 평가방법을 다음 표에 나타내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육상과 10km 떨어진 해역에서 육상-소형선박 간 무선통신을 통해, HD급 영상이 끊김없이 수

신되는지의 여부

- 육상과 10km 떨어진 해역에서 육상-소형선박 간 무선통신을 통해, 제어정보가 편도 10ms 이

내에 수신되는지의 여부

Ÿ 실해역 테스트를 위해 육상관제센터 (sink node)는 포항 수중로봇건설사업단 (UTEC) 옥상에 

설치하였고, 원근해 선박 (source node)는 UTEC와 10.4k km 떨어진 해상에 위치시킴

Ÿ 실해역 테스트를 위해 소형선박이 정박한 실제 위치의 GPS 정보는 다음 표에 나타내었음

Ÿ 성과지표 달성 여부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3명의 외부 자문위원을 초빙하고 전문가 평가 

의견서를 통해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확인

Ÿ 실해역 테스트 결과 10km 거리에서, 제어정보 데이터(4byte)를 평균 7ms의 속도로 송·수신 

할 수 있었으며, HD 영상이 끊김 없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목표치 평가방법

10km
육상과 10km 떨어진 해역에서 육상-소형선박 간 무선통신을 통해, HD급 영상이 끊김없이 수신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

10ms
육상과 10km 떨어진 해역에서 육상-소형선박 간 무선통신을 통해, 제어정보(34byte 데이터)가 

편도 10ms 이내에 수신 되지는 여부를 테스트

❙표 2-7-7❙ 성과지표 목표치 및 평가방법

❙그림 2-7-12❙ 안테나(포항 UTEC)

 

❙그림 2-7-13❙ 안테나(소형선박-동해호)

GPS 정보 표시 화면 GPS 정보

altitude: 36.11825

longitude: 129.4155

Distance(포항UTEC-선박): 10.439 km

❙표 2-7-8❙ 소형선박 GPS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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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 테스트 #2: 육상-중계선박-소형선박 간 테스트 

Ÿ 육상-중계선박-소형선박 간 Two-hop relay 네트워크 구축 및 실해역 테스트 시나리오를 다

음 그림에 나타냄

Ÿ 실해역 테스트를 위하여 육상 관제센터(sink node)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KIRO) 옥상, 원근

해 선박 (source node)은 선박 대신 호미곶 인근, 중계선박(relay node)은 KIRO와 호미곶에

서 각각 15 km 8.5 km 떨어진 해상으로 설정

Ÿ 육상 관제센터, 중계선박, 원근해 선박에 각각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을 장비

하였음

Ÿ 개발한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을 활용하여, 육상과 23.5km 떨어진 해역에서 HD 

영상의 끊김없는 전송, 편도 8ms 이내의 제어정보 송수신신호 지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해

역 테스트를 수행하였음

Ÿ 성과지표 목표치 및 평가방법은 표 2.7.9와 같이 설정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육상과 15km 떨어진 해역에서 육상-소형선박 간 무선통신을 통해, HD급 영상이 끊김없이 수

신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

- 육상과 15km 떨어진 해역에서 육상-소형선박 간 무선통신을 통해, 제어정보 (32byte 데이터)

가 편도 8ms 이내에 수신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

Ÿ 총 23.5km 거리의 Two-hop relay 네트워크 시나리오에서 Source node에서 relay node를 거쳐 

sink node까지 HD 영상정보 전송 및 ping 테스트를 통한 지연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다음 그림

들에 나타내었음

Ÿ 상향링크 (UL)를 기준으로 각 링크별 RSSI (신호감도) 및 SNR (신호 대 잡음비)의 평균값 및 

최대값을 표 2.7.10에 나타내었음 (보통 –70dBm의 경우 원활한 통신 가능)

Ÿ Source node → relay node (8.5 km) 시나리오에서 평균 RSSI, Peak RSSI는 각각 –63.6 dBm, 
-59.1 dBm 으로 나타났고 평균 SNR과 Peak SNR은 각각 30.2 dBm, 35.9 dBm으로 나타났음

Ÿ Relay node → sink node (15 km) 시나리오에서 평균 RSSI와 Peak RSSI는 각각 –69.8 dBm, 
-64.9 dBm 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SNR과 Peak SNR은 각각 24.3 dBm, 30.1 dBm 으로 나타남

Ÿ 일반적으로 –70 dBm 이상의 수치를 가질 때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므로, 해당 실험을 통해 HD

급 영상을 끊김없이 원활하게 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Ÿ 육상 관제센터에서 relay node 및 source node (15km) 까지의 편도 지연시간 결과를 다음 표

에 나타내었음

Ÿ sink node → relay node (23 km) 시나리오에서 지연시간은 2.85 ms, relay node → sink node 

시나리오에서 지연시간은 7.82 ms로, 8ms 이내의 지연시간 목표로 해상 통신 성능을 갖춘 것

을 확인

Ÿ 성과지표 달성 여부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3명의 외부 자문위원을 초빙 및 실해역 테스

트에 대한 입회시험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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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4❙ Two-hop relay 네트워크 구축 및 실해역 테스트 시나리오

목표치 평가방법

15km
육상과 15km 떨어진 해역에서 육상-소형선박 간 무선통신을 통해, HD급 영상이 끊김없이 수신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

8ms
육상과 15km 떨어진 해역에서 육상-소형선박 간 무선통신을 통해, 제어정보 (32byte 데이터)가 편도 

8ms 이내에 수신 되지는 여부를 테스트

❙표 2-7-9❙ 성과지표 목표치 및 평가방법

❙그림 2-7-15❙ 육상 관제센터

 

❙그림 2-7-16❙ Relay node 선박

 

❙그림 2-7-17❙ 호미곶

❙그림 2-7-18❙ HD급 영상전송 캡쳐화면 ❙그림 2-7-19❙ ping 테스트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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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RSSI / Peak RSSI [dBm] 평균 SNR / Peak SNR [dBm]

Source node → relay node
(8.5km)

-63.6 / -59.1 30.2 / 35.9 

Relay node → sink node
(15km)

-69.8 / -64.9 24.3 / 30.1 

❙표 2-7-10❙ 통신 링크별 RSSI 및 SNR 결과

구분 지연시간 [ms]

Sink node → relay node (15km) 2.85

Sink node → source node (23.5km) 7.82

❙표 2-7-11❙ 육상 관제센터로부터의 편도 지연시간

(3) 실증 테스트 #1: 육상-장영실호 간 테스트

Ÿ 과제를 통해 개발한 지향성 안테나 자동빔 조절 시스템 시작품을 장영실호에 적용하고 포항 

UTEC과 장영실호간 무선통신 성능 테스트를 통해 개발 장비 타당성 여부 및 장영실호 활용가

능성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음

❙그림 2-7-20❙ 장영실호: Bridge Top 

 

❙그림 2-7-21❙ 장영실호: Office Bridge

Ÿ 장영실호 실증 평가를 위한 시험 전 사전준비 및 세부 시험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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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 사전 준비
지향성 안테나 자동빔조절 시스템 장영실호 및 포항 UTEC(안, 변동가능) 설치

장영실호 GPS, Heading 정보 수신 확인
실험 당일 육상과 20km 떨어진 위치로 이동

세부실험 절차

절차 #1 UTEC과 20km로 떨어진 해상(목표위치, 논의후 결정)으로 장영실호 이동

절차 #2 UTEC-장영실호 간 HD급 영상(720p)이 끊김없는 수신되는지를 확인 (IP 카메라 활용 예정)

절차 #3
 UTEC-장영실호 간 제어정보(4byte)가 편도 5ms 이내로 수신되는지 여부 테스트 (Ping 

테스트)

절차 #4 테스트 종료 후 복귀

❙표 2-7-12❙ 장영실호 실증 평가를 위한 시험 전 사전 준비 및 세부 실험 절차

Ÿ 실해역 실험을 통해 장영실호가 육상에서 20km 떨어진 위치에서도 HD 영상을 수신할 수 있음

을 또한 제어신호는 평균 4ms 이내에 수신됨을 확인

Ÿ 성과지표 달성 여부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3명의 외부 자문위원을 초빙 및 실해역 테스

트에 대한 입회 시험을 수행

Ÿ 다만 장영실호를 활용한 반복적인 실해역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해상 날씨가 맑을때

는 개발한 자동빔조절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악천후인 환경에서는 

HD 영상의 끊김과 제어신호의 지연이 빈번히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Ÿ 그 이유는 여기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선행적으로 해양 환경을 예측해서 동작하는 장비가 아니

라, 수집한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후행적으로 동작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빠르

게 변동하는 해양환경에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Ÿ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예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

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겠으나 해양환경의 변동의 예측을 정확히 수행하기 힘들다는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악천우에서도 끊김없이 완벽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의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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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험운항

2-8-1 계획

□ 개요

○ 시험목적

Ÿ 시험평가선 개조 이후 실해역에서 시험평가선박의 운항 성능 및 조정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 

선박의 선속, 유류 소모량 측정 및 선박 조정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여 선박의 안정적인 항

해 능력 확인과 선박의 운항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험 일자 : 2021년 08월 12일 ~ 2021년 09월 02일 (26일간)

○ 시험 해역 : 부산 – 통영 – 진도 – 여수 – 포항 – 속초 - 포항

  흘수 측정 (m)
  트림 비고

  선수   선미   평균

 4.8 5.1 4.95   0.3 m/by the stern  

※ 출항시 확인

❙표 2-8-1❙ 시험운항 출항 컨디션

시험 항목 시험 목적

운항 성능

속력시험 엔진 부하에 따른 선속 확인

조타시험 선박 항해시 참고할 조정능력 확인

선회시험 선박 선회에 소요되는 시간 확인

연료 소모량 평균 연료 소모량 확인

DP 성능

위치고정능력, 이동 시험 DP모드시 선박 위치 제어 능력 확인

선박 자동이동능력 시험 DP모드시 좌표에 따라 이동 능력 확인

C-Joy 시험 (Thruster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 이상유무 확인

C-Joy 시험 (Auto Heading)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 이상유무 확인

위치고정능력 시험 (강조류) DP mode 운용시 가용한 최대 조류 측정

전기 성능 신규 발전기 운전 신규 설치 발전기 정상작동 확인

해양장비 지원 성능

A-프레임 해양장비 진회수(대형)

너클 붐 크레인 해양장비 진회수(소형), 연구장비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해상환경, 선박, 장비 모니터링

❙표 2-8-2❙ 시험평가선 시험 항목 및 목적

□ 시험 사전 준비사항  

Ÿ 주요 항해장비 정상운전 확인

Ÿ 각 테스트 진행전 해당 해역에서 선박 통항 안전성 확인

Ÿ 각 테스트 진행전 항해/기관 담당자와 테스트 사항 숙지 

Ÿ 테스트 담당자간 통신 확인

Ÿ 테스트 해역 : 테스트 해역은 선박 통행량, 해상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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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 테스트 해역 및 항로

No. 일자 출발 도착
정박/

테스트해역
항해마일 주요 시험 항목

1 08.12 부산 부산 부산 site1 9 해양 조사장비 진·회수

2 08.12 ~ 08.13 부산 통영 통영인근해상 55 선박 운항 성능 테스트

3 08.14 통영인근해상 DP 성능 테스트

4 08.14 ~ 08.15 통영 진도 장죽수도 152 항해

5 08.15 장죽수도 DP 성능 테스트

6 08.16 ~ 08.17 진도
여수 
연도

95 항해

7 08.17 ~ 08.19 여수 연도 해저지반조사장비시험

8 08.20 ~ 08.21 여수 포항 175 선박 운항 성능 테스트

9 08.22 포항 영일만
테스트 장비 점검

선용품 선적

10 08.23 ~ 08.24 포항 속초 127 선박 운항성능테스트
(장시간 연속 운전)11 08.24 ~ 08.25 속초 포항 127

12 08.25 포항 영일만 
연구원 승선
USV 테스트

13 08.24 ~ 08.27 포항 포항 포항 영일만 인근해상 60
연구작업 수행

소나광학, DT, 통신 

14 08.28 ~ 08.29 포항 영일만 
테스트 장비 선적
선박 장비 점검

15 08.30 ~ 08.31 포항 포항 포항 영일만 인근해상 38
연구작업 수행

소나광학, DT, 통신 

16 09.01 포항 포항 포항 영일만 인근해상 31 3자 입회 시험

17 09.02 포항 영일만 테스트 장비 하선

❙표 2-8-3❙ 시험운항 해역 및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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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운항 성능

(1) 속력시험

Ÿ 본선의 출항 컨디션에서 주기관의 부하 및 회전수에서 정해진 시험 구간을 항해하여 선속을 

확인함

주기관

Heading
 ( °)

풍향
풍속

(m/sec)
선속
(KTS)부하(LOAD)

회전수 (RPM)

Port Stb’d

50% 595 595 150 SW 3~7 10.2

75% 681 681 160 SW 3~7 11.5

85% 710 710 310 SW 3~7 12.6

100%

비고
1) 해상 상황에 따라 테스트 구역, 순서, 테스트 부하 등을 담당자와 협의한다. 
2) 안전 확보가 가능한 해역에서 실시하며, 테스트 중 필요없는 타각 변화는 주지 않는다.
3) 메인엔진에 무리를 가하지 않기 위해 엔진부하 100% 시험은 생략함

❙표 2-8-4❙ 선속 시험

❙그림 2-8-2❙ 주기관 부하 75% 선속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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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타 시험

Ÿ 선박의 운용자가 선박 선회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85% MCR 전진 항해시 시험을 실시

Ÿ Main thruster(Azimuth thruster) P&S 방위각을 동시에 0° → Port 05° → Stb’d 05° → 

Port 05° → Stb’d 05° 순으로 진행

Ÿ Main thruster(Azimuth thruster) 방위각 이동 상태

Port 05°

　

　

　 　

　

　0°

Stb'd 05° 　

Ÿ 확인 사항

- Main thruster(Azimuth thruster) 방위각별 이동 특성 파악

- 선박의 Heading(침로) 이동 특성 파악

❙그림 2-8-3❙ 조타시험 사진

 

(3) 선회 시험

Ÿ 선박의 운용자가 선박 선회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360° 선회 시험을 실시

Ÿ 이때의 주기관 부하는 AVG 70% MCR(PORT : 75% STBD : 65%)에서 실시.

Ÿ Z-PELLER(AZIMUTH THRUSTER) 선회 성능이 뛰어나 선회 시험 시 내방 경사 및 외방경사로 

인한 사고 방지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해서 양현 Z-PELLER 타각은 5‘로 제한하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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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좌현 선회 우현 선회

해상상태 3 3

주기관 부하
PORT : 75%
STBD : 65%

PORT : 75%
STBD : 65%

풍향 N N

풍속 18KTS 18KTS

시간 4m 30s 4m 19s

Heading
(Degree)

10° 11 s 8 s

20° 20 s 18 s

30° 29 s 27 s

60° 58 s 53 s

90° 1m 27s 1m 18s

120° 1m 49s 1m 36s

150° 2m 03s 1m 59s 

180° 2m 29s 2m 19s

210° 2m 41s 2m 41s

240° 3m 00s 2m 59s

270° 3m 22s 3m 15s

300° 3m 46s 3m 32s

330° 4m 02s 3m 57s 

360° 4m 30s 4m 19s

비고
1) 안전 확보가 가능한 해역에서 실시하며, 해상상태에 따라 테스트 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 선박 선회에 의해 발생하는 선박 기울임에 대한 대비 사항을 우선 점검 한다.  

❙표 2-8-5❙ 선회시험 기록

❙그림 2-8-4❙ 선회 시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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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료 소모량 측정

Ÿ 일정 시간동안 (약 1시간 이내) 각 부하별로 주기관 연료 소모량을 측정한다.

Ÿ 항해 안전 확보가 가능한 해역에서 실시하며, 테스트중 필요없는 타각 변화는 주지 않는다.

Ÿ 계측 및 기록

기간 

장비 운전상태
운전
시간
(h)

연료
소모량
(㎥)

시간당 
연료 
소모량
(㎥)

M/E 연료 
소모량
(일)

발전기 
연료
소모량
(㎥)

소모량 
합계
(㎥)사용 

M/E
RPM

2021.08.12.~2021.08.16 P&S 660 28.1 16.74 0.60 14.30 1.30 15.60

2021.08.16.~2021.08.23 S 400 72.6 21.81 0.30 7.21 1.38 8.59

발전기 연료 소모량 (앵커링) N/A N/A 71 3.254 0.05 N/A 1.08 1.08

발전기 연료 소모량 (정박) N/A N/A 48.8 1.62 0.03 N/A 0.79 0.79

2021.08.12.~2021.08.27.
(DP모드)

89.5 30.92 0.35 8.4 1.37 9.77

비고;
1) 선박개조 작업후 선체 중량 증가에 따른 연료 소모량 변동을 확인하여 향후 선박 운용에 참고 하기위해 측정
2) 연료 유량계의 부재로 ‘연로 일일 저장 탱크(Fuel oil daily tank)’에 부착된 레벨게이지를 통하여 목측으로 소모량 측정
3) 선체 움직임등과 같은 선박 특성상 정확한 레벨을 측정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상기의 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 가능

❙표 2-8-6❙ 시험운항 중 연료 소모량

❙그림 2-8-5❙ 연료 소모량 측정용 레벨게이지

   

❙그림 2-8-6❙ 연료 소모량 추이 데이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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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DP 성능

Ÿ DP(Dynamic positioning) 모드에서 위성을 통하여 수신한 선박 위치정보를 사용하여, 선박 위

치 제어 능력을 테스트

Ÿ DP시험시 DP컨트롤 콘솔, 리모트 컨트롤러를 각각 사용하고, 위치고정능력 및 이동시험, 선박 

자동 이동 능력 시험,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Thruster 제어와 Auto heading 테스트를 실

시

Ÿ 강조류 환경하에서 DP구성요소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 위치 제어 능력을 테

스트

Ÿ DP SKP 95%, 85%, 75%, 5, East Sea / Sea state 4 조건에서 DP 시험

Ÿ 계측 및 기록 : DP 테스트 중 컨트롤 콘솔의 모니터를 통해 작동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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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고정능력, 이동 시험 

● 위치 고정 능력 및 이동 테스트 : 선박의 기준점을 정하여 DP 자동 모드에서 선박의 제어 범위를 측정, DP 자동 모드에서 선

박을 8주점 방향으로 이동하여 선박의 운동 가용 능력 측정

Ÿ 일자 Ÿ 2021.08.14 Ÿ 위치
Ÿ 34-46.5350 N
Ÿ 128-20.6279 E

Ÿ 파고 Ÿ 1.80 M Ÿ 조류 Ÿ 308.8’ 0.1 KTS

Ÿ 풍향 Ÿ 020’ Ÿ 풍속 Ÿ 9.8 KTS

Ÿ 선박 이동 테스트 (SWAY & SURGE TEST)

1. 선박 주위 통행량 확인하여, 평가시 위험요소 확인

2. SPEED 0.5 KM/H, HEADING 000’ ROT 10 DEG/MIN SETTING.

3. SURGE TEST 실시(000‘ 방향 180’ 방향 선박 HEADING 000’ 유지 150M 이동) 

4. SWAY TEST 실시(090‘ 방향 270’ 방향 선박 HEADING 000‘ 유지 150M 이동)

5. NE,SE,SW,NW 방향 150M 이동 실시

6. 평가 결과 검토 및 확인

Ÿ 테스트 사진

위 첨부된 사진은 DP CONSOLE 상 이동 TRACK으로 위와 같다.

선박은 TEST 도중 HDG 000’를 유지 하며 이동하였으며, 시험 도중 기상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DG 유지하며 이동

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표 2-8-7❙ DP TEST – 선박 이동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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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 자동이동능력 시험

● Way point 지정후 선박 자동 이동 능력 테스트(Auto track mode test)

 : DP 운용중 사용자가 이동을 원하는 좌표와 이동 속도를 지정후 순서에 따라 선박이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는지 확인

Ÿ 일자 Ÿ 2021.08.14 Ÿ 위치
Ÿ 34-46.5337N
Ÿ 128-20.6267E

Ÿ 파고 Ÿ 1.40 M Ÿ 조류 Ÿ 208.7’ 0.6 KTS

Ÿ 풍향 Ÿ 000’ Ÿ 풍속 Ÿ 5.0KTS

Ÿ Way point 지정후 선박 자동 이동 능력 테스트(Auto track mode test)

1. 선박 주위 통행량 확인하여, 평가시 위험요소 확인

2. WAYPOINT 설정(WAY POINT 좌표는 하단 비고 확인)

3. AUTO TRACK MODE ON

4. MONITORING

5. 평가 결과 검토 및 확인

Ÿ 테스트 사진

Ÿ WAY POINT
Ÿ 설정화면

Ÿ AUTO TRACK
Ÿ 실행

❙표 2-8-8❙ DP TEST – 선박 자동 이동 능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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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Lat Long Dist.(m) Course

1 N 34-46.5064 E 128-20.5511 95.0m 000.0’

2 N 34-46.5578 E 128-20.5511 48.1 180.7’

3 N 34-46.5318 E 128-20.5507 59.8 043.1

4 N 34-46.5554 E 128-20.5775 59.1 223.2

5 N 34-46.5321 E 128-20.5510 59.9 137.0

6 N 34-46.5084 E 128-20.5778 35.7 090.0

7 N 34-46.5084 E 128-20.6012 14.2 272.3

8 N 34-46.5087 E 128-20.5919 89.0 000.7

9 N 34-46.5568 E 128-20.5926 12.8 279.8

10 N 34-46.5580 E 18-20.5844 23.6 088.7

11 N 34-46.5583 E 128-20.5998 11.0 267.1

12 N 34-46.5580 E 128-20.5926 90.1 180.3

13 N 34-46.5093 E 128-20.5923 19.5 094.9

14 N 34-46.5084 E 128-20.6050 92.9 001.9

15 N 34-46.5586 E 128-20.6071 29.9 091.0

16 N 34-46.5583 E 128-20.6266 90.6 179.3

17 N 34-46.5093 E 128-20.6273 31.4 270.0

18 N 34-46.5093 E 128-20.6067 32.5 087.1

19 N 34-46.5102 E 128-20.6280 43.8 356.6

20 N 34-46.5339 E 128-20.6263 59.2 038.3

21 N 34-46.5590 E 128-20.6504 58.4 218.3

22 N 34-46.5342 E 128-20.6267 45.5 109.1

23 N 34-46.5261 E 128-20.6548 50.0 234.9

24 N 34-46.5106 E 128-20.6280 51.2 055.9

25 N 34-46.5261 E 128-20.6559 46.4 290.2

26 N 34-46.5348 E 128-20.6273 59.6 038.0

27 N 34-46.5602 E 128-20.6514 43.0 087.8

28 N 34-46.5261 E 128-20.6559 46.4 290.2

29 N 34-46.5348 E 128-20.6273 59.6 038.0

30 N 34-46.5602 E 128-20.6514 43.0 087.8

❙표 2-8-9❙ DP TEST – 선박 자동 이동 능력 테스트 – WAY POIN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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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Joy 시험 (Thruster 컨트롤)

● INDEPENDENT C-JOY TEST(THRUSTER CONTROL)

-  DP OS 미 작동 시 사용 하는 비상 조종 시스템 INDEPENDENT C-JOY 조작 테스트

-  C-JOY Function 중 JOY-STICK 및 Thruster 테스트 실시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Ÿ 일자 Ÿ 2021.08.14 Ÿ 위치
Ÿ 34-46.347N
Ÿ 128-20.752E

Ÿ 파고 Ÿ 1.78 M Ÿ 조류
Ÿ 0.1 KN 288.7’
Ÿ (DP CURRENT)

Ÿ 풍향 Ÿ 349’ Ÿ 풍속 Ÿ 14.8 KN

Ÿ INDEPENDENT C-JOY TEST(THRUSTER CONTROL)

1. DP C-JOY MODE로 변경 후 SURGE 및 SWAY 방향으로 Gain을 Reduced로 setting(Thruster 과부하 방지)

2. 각 방향으로 Joystick full로 이동 시켰을 때 Thruster 가 joystick order 값에 맞게 작동 하는지 여부 확인

3. INITIAL SETTING

  : C-JOY MODE ON HEADING 000’ ROT 10’ / MIN JOYSTICK(REDUCED JOY – 100% Thruster feedback – 50%)

Ÿ 테스트 사진

Thruster control(sway) - STBD Thruster control(sway) - PORT

Thruster control(surge) - Ahead Thruster control(Surge) - Astern

❙표 2-8-10❙ DP TEST – 리모트 컨트롤 시험 (Thruster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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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Joy 시험 (Auto heading 컨트롤) 

● INDEPENDENT C-JOY TEST(HEADING CHANGE)

-  DP OS 미 작동 시 사용 하는 비상 조종 시스템 INDEPENDENT C-JOY 조작 테스트

-  C-JOY Function 중 Auto heading 테스트 실시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Ÿ 일자 Ÿ 2021.08.14 Ÿ 위치
Ÿ 34-46.347N
Ÿ 128-20.752E

Ÿ 파고 Ÿ 1.78 M Ÿ 조류
Ÿ 0.1 KN 288.7’
Ÿ (DP CURRENT)

Ÿ 풍향 Ÿ 349’ Ÿ 풍속 Ÿ 14.8 KN

Ÿ C-JOY Heading change test

1. DP C-JOY MODE로 변경 후 HEADING 000’ - 030’ 시계방향 30‘ 회두

Ÿ 테스트 사진

INITIAL SETTING 
Ÿ   C-JOY MODE ON
Ÿ   HEADING 000’
Ÿ   ROT 10’ / MIN

Ÿ

Ÿ PRESENT HEADING : 000’
Ÿ SET HEADING : 030’
Ÿ PRESENT HEADING TO SET 
Ÿ HEADING : CLOCKWISE 030’

Ÿ

Ÿ HEADING : 18’
Ÿ PASSING MAX ROT : 10’

Ÿ

Ÿ MAINTAIN HEADING : 30’

Ÿ

상기의 사진과 같이 INDEPENDENT C-JOY를 이용한 HEADING KEEPING 및 ALTERATION은 양호하게 작동되는 것을 확인

❙표 2-8-11❙ DP TEST – 리모트 컨트롤 시험 (Auto 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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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치고정능력 시험 (강조류) 

● Position keeping limit test(Current)

-  장영실호에 장착된 Thruster 및 G/E가 DP mode 운용 시 가용한 최대 조류 측정

Ÿ 일자 Ÿ 2021.08.16 Ÿ 위치
Ÿ 34-20.9725N
Ÿ 126-04.0359E

Ÿ 파고 Ÿ 1.02 M Ÿ 조류 Ÿ Variable

Ÿ 풍향 Ÿ Variable Ÿ 풍속 Ÿ Variable

Ÿ Position keeping limit test

Ÿ 1. 실증 해역 : 장죽 수도 중앙

Ÿ 2. 조류가 강한 해역에 선박 DP mode 유지 후 유지 가능한 최대 조류 측정

Ÿ 3. 유지 가능한 최대 조류 도달 시의 Thruster load 및 Switch board 값 측정

테스트 사진

- 최대 조류 도달 시  위치 유지 능력

Ÿ   Current 방향 : 선수 기준 STBD DEV 70’ 

Ÿ   DP current : 2.3 Kts  ** 실제 예상 조류 : 6.0 kts 이상 

- Test 결과

Ÿ    Heading deviation : 1.2~1.4°

Ÿ    Positioning :  2m 이내

❙표 2-8-12❙ 강조류 위치 고정능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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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7❙ Position keeping limit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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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SKP (Station Keeping Performance) test(95,95,85,75,5,East Sea)

● DP모드시 전체 스러스터의 운전, 스러스터 일부 파손(최소영향,최대영향), 스러스터 최악의 파손 상황을 가정하여 선박 위치 제

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Ÿ SKP (Station Keeping Performance) test

Ÿ N
o.

Ÿ 조류속도 Ÿ 작동 스러스터 Ÿ 테스트 상황
Ÿ 기 준 

SKP(%)
Ÿ 결 과 
SKP(%)

Ÿ 1 Ÿ 1.2 KTS Ÿ T1, T2, T3, T4 Ÿ 최적 DP 운용상태 Ÿ 95 Ÿ 99

Ÿ 2 Ÿ 1.2 KTS Ÿ T1, T2, T4 Ÿ 최소영향, 스러스터 1개 작동 불가 Ÿ 95 Ÿ 99

Ÿ 3 Ÿ 1.2 KTS Ÿ T2, T3, T4 Ÿ 최대영향, 스러스터 1개 작동 불가 Ÿ 85 Ÿ 92

Ÿ 4 Ÿ 1.2 KTS Ÿ T2,T4 Ÿ 최악의 상황, 스러스터 2개 작동불가 Ÿ 75 Ÿ 75

테스트 사진

Ÿ 테스트 No.1 Ÿ 테스트 No.2

Ÿ 테스트 No.3 Ÿ 테스트 No.4

 - 테스트는 상기의 표와 사진 순서와 같이 각 상황별로 진행 하였으며, 테스트 번호 1,2,3의 테스트 결과는 기준 SKP 수치보다

   높은 99,99,92이며, 테스트 번호 4는 기준 SKP 수치인 75임.

   전체적으로 기준을 상회하는 양호한 Station Keeping Performance를 보여줌

 - 해당 테스트 결과와 상세 기록 확인은 부록. A 시험평가선 (장영실호) DP test report를 참조

❙표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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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전기 성능

Ÿ 신규 발전기(No.4) 설치후 실시했던 Load test 결과를 바탕으로 No.4 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하

는 장비 운전시 정상적인 전원공급이 되는지 확인

Ÿ 신설 발전기(No.4 D/G)로 전원이 공급되는 장비 운전시 각각 kW, Amp.를 확인

❙그림 2-8-8❙ No.4 발전기 Load test &발전기 Safety test 결과

 

장비 운전 형식 발전기 부하

C.S.W P/P 8.5A

G/E Room Exh. Fan 2.9A

너클붐 크레인 20~22A

A 프레임 No.1 HPU 단독운전
A 프레임 정지 시 : 5A

A 프레임 작동 시 : 20A

A 프레임 No.2 HPU 단독운전
A 프레임 정지 시 : 8A

A 프레임 작동 시 : 30A

A 프레임 No.1, 2 HPU 병렬운전
 (A 프레임 작동 시)

No.1 HPU : 10A

No.2 HPU : 40A

❙표 2-8-14❙ No.4 발전기 전기 시험 결과

❙그림 2-8-9❙ No.4 발전기 전기시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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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해양장비 지원 성능

(1) A-프레임

□ A-프레임 제원

○ A-프레임 사양

- 용량 : SWL 60톤

- 크기(외부) : 20.8m(H) x 14.6m(B)

- 중량 : 약 90톤

- 동작 범위 : -22.4°IN ~ 56°OUT

- 동작 시간 : 약 10분 (Max. In ~ Max. Out)      

- 구동 방식 : 유압 방식

- 유압팩 전기모터 용량 : 70kW x 4P

- 공급전원 : Main : 440V, 60Hz, 3P / Control : DC 24V          

- 사용 방식 : 컨트롤 스탠드(선교), 리모트 컨트롤러(휴대용)

- 인증기관 : 한국선급  

○ 해양장비 진·회수시 A-프레임의 전개와 수납

❙그림 2-8-10❙ A-프레임 전개각도 및 해양장비 진수위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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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프레임 정면                 A-프레임 후면                        A-프레임 측면

❙그림 2-8-11❙ A-프레임 본체

컨트롤 스탠드 (선교)                  HPU                         Gauge board 

❙그림 2-8-12❙ A-프레임 시스템 구성 장비

  

     A-프레임 각도 56°                 A-프레임 각도 0°                  A-프레임 각도 –22.4°
❙그림 2-8-13❙ A-프레임 전개각도 및 해양장비 진수위치 도면

- A-프레임의 전체 전개 각도는 상기 도면과 같이 총 78.4°이며, 해양장비 진·회수시 

Outboard 각도는 선외측으로 56°, 항해중 A-프레임 수납시 Inboard 22.4°로  제작 설치됨

- 상기의 도면과 같이 해양장비 진·회수시 Inboard 상태에서 과도한 장비의 움직임을 막기위

하여, 장비를 약간 상승후 A-프레임을 선외측으로 전개하여 안전하게 진수할 수 있음

- A-프레임 선외측으로 최대 전개시 Launching position (A-프레임 Arm 힌지 핀과 메인시브 끝

단까지의 거리)는 약 13.58m로 최대 반경 약 8.4m의 해양장비 진·회수시에도 시험평가선 선

미 외판과 약 1.32m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해양장비의 안전한 진·회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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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프레임에 운용 가능한 해양장비 크기 확인

❙그림 2-8-14❙ A-프레임 크기

- A 프레임의 전체 높이는 20.8m, 전체 폭은 14.6m임

- A 프레임을 사용하여 해양장비 진·회수시 유효한 가로 공간은 1단 플랫폼 하부 구역은 

10.9m이고, 1단 플랫폼 상부구역은 9.4m로 해상에서의 선체 요동시 해양장비와 A 프레임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컨트롤 하는데에 유리함

- 메인데크에서 메인시브 끝단까지의 높이는 약 15.5m로 메인시브를 활용하여 진·회수 하고자

하는 장비의 최대 높이는 약 15m임

- 메인데크에서 보조시브 끝단까지의 높이는 약 18.2m로 최대 17.5m 높이의 해양장비를 진·회

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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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시브(Sheave)                                     보조 시브

❙그림 2-8-15❙ A-프레임 메인 시브와 보조 시브

- A-프레임에 장착된 메인시브와 보조시브의 Groove는 각각 ø55와 ø28임

- 각 시브의 Groove에 맞는 와이어를 사용하여 중량물 운용

- 장비 운용시 선체의 요동과 장비 하중 변화등 여러 이유에 의해 급격하게 와이어의 장력이 

변할 경우 와이어 튕김 현상을 방지하고, 와이어가 Groove에 안착하여 운용 할수 있도록 

Guide Bracket와 roller가 적용 되었음

- 와이어가 시브 상부를 지나가는 중 Groove에 안착하지 못하고 들뜸 현상이 발생시, 시브에서 

이탈하여 시브와 시브 플레이트(혹은 시브 하우징) 사이에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메인

시브측에는 Rope guiade를 적용하였고, 보조 시브 측에는 하우징의 간격을 좁혀 와이어 끼임

사고가 방지되도록 제작됨

❙그림 2-8-16❙ A-프레임 메인 시브와 보조 시브 사진



- 353 -

□ A-프레임을 활용한 부대장비 활용

1) 착저식 CPT

○ 시험평가선 탑재장비 (착저식CPT) 실해역 테스트

   : 최대 수심 100m 해저에 착저하여 CPT(Cone Penetration Test)를 수행하는 장비로, 

    해저 지반 기초 조사장비로 활용됨

    시험평가선 탑재장비로 시험평가선의 A-프레임을 사용하여 진·회수 및 해저 지반 정보

    획득등의 실해역 테스트를 수행함

○ 착저식 CPT 장비 사양

-  크기 : 2.64m(L) x 2.87m(B) x 11.30m(H)

-  무게 : 약 4톤

-  운용수심 : 100m (최대)

-  공급전원 : AC 380V 3상 10kW(착저식 CPT장비) / AC 220V 단상 150W(컨트롤박스)

-  적용 콘센서 : GEOTECH社 [CPT - NOVA ACOUSTIC] Memory Cone
                 qc=50/100 Mpa, fs=1.0 MPa, u=2.0 Mpa

-  관입속도 : 20±5 mm/sec

-  관입인발력 : 100kN Max.

-  관입방법 : Wheel Drive

-  케이블 : 우레탄케이블 3선, 200M

항   목 사       양
유압전동기 /펌프 3 상 380V 10HP,Max.250bar

실린더 로드경 100mm, Stroke 380mm, 복동

유압모터 정격 690 RPM, 280 bar Max.1:36 감속기 , 출력토크 600kg/m

경사계 POSITAL ACS-360, 0~360º, Resolution 0.01º

유압센서 SENSYS PTD, 24V, 0~10V, 0~250bar

수압센서 SENSYS PSH, 24V, 4~20mA, 0~10bar

내압센서 SENSYS DWS, 24V, 4~20mA, ±1bar

온도센서/컨트롤러 PT100 3 선식 / AUTONICS TK4W 4~20mA 출력

리크센서 NiDec WL10 12V NPN

엔코더 Autonics E50S8 100Puls 24V NPN

방수커넥터

MacArthey Metalshell C37

SubConn Power Battery 4P

컨트롤보드 32bit ARM Cortex-M0 MCU + RTOS 탑재 보드

❙표 2-8-15❙ 착저식 CPT 장비 주요구성품 – 착저식 CPT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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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양

케이블

전원 LS ROIREU 5.5SQ×4C

컨트롤 IGUS CF77.UL 1.0SQ×12C, PUR

통신 IGUS CFROBOT3 0.5SQ×5Pair, 쉴드 , PUR

커넥터 IGUS CF211.PUR 0.5SQ×10Pair, 쉴드 , PUR

권취기

크기 1,450×1,800×1,580 (드럼직경 Φ775)

전동기 380V 3 상 , 2HP, 1:50, 권취속도 15M/분 , 권취토크 50kg.m

슬립링 40A 4P, 10A 6P, 2A 14P

컨트롤 박스

크기 512×430×242

SMPS Weidmuller PRO ECO 72W 24V

컨트롤보드 32bit ARM Cortex-M0 MCU + RTOS 탑재 보드

HMI NEXTION 7”800x480 Capacitive Touch

통신모듈 UART-RS422(컨트롤보드용 ), USB-RS422(CPT 로거용 )

커넥터 르그랑 P17 파워커넥터 , MS 커넥터 10P, MS 커넥터 14P

❙표 2-8-16❙ 착저식 CPT 장비 주요구성품 – 귄취기, 컨트롤박스

❙그림 2-8-17❙ 착저식 CPT 장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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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저식 CPT 구성

○ 컨트롤박스 구성

○ HM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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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저식 CPT 실해역 테스트 수행

- 일자 : 2021년 08월 17일

- 장소 : 여수 연도 인근해상

- 수심 : 약 35m

❙그림 2-8-18❙ 착저식 CPT 장비 조립 및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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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9❙ A-프레임을 이용한 CPT 장비 운용

❙그림 2-8-20❙ CPT 장비 운용시 A-프레임 공간 확인

- CPT 장비 선내에서 이동 및 조립시 A-프레임을 사용하였고, 시브는 보조 시브를 활용함

- 보조 시브는 A-프레임 중앙에서 사진과 같이 좌측 2m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조시브를 

이용하여 CPT 장비 운용시 가장 좁은편의 공간이 약 3m정도로 진수 진행중 장비 고정을 위

한 충분한 안전 공간이 있으며, 장비 충돌에 대처할 공간적 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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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트러스 2개를 조립하여 CPT장비의 총 높이는 약 11.3m

- 진수를 위해 약 1m 정도 인양중에서 보조 시브 끝단과 CPT장비 상부까지의 공간이 약 7m이

상의 공간적 여유가 있어, 추후 더 깊은 관입을 위하여 트러스를 약 4m 추가 설치가 가능

- 4m의 트러스를 연장 설치 할 경우 CPT장비는 약 15m까지 관입 테스트가 가능함 

- A 프레임 선외측으로 최대 전개시 선박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어서 연구작업 진행중 선박

과 장비의 충돌로 인한 파손의 위험성이 적음

❙그림 2-8-21❙ CPT 장비 운용시 선체와 이격거리

○ 착저식 CPT 수행 결과

- 시험평가선 탑재 장비인 착저식 CPT 장비 실해역 시험시 A-프레임을 사용하여 장비 진·회

수에 문제가 없었고, CPT장비를 운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작업 공간을 확인하였음

- 관입 시험 진행중 장비고정과 케이블 운용이 용이하도록 시험평가선은 DP모드를 유지하였음

❙그림 2-8-22❙ 착저식 CPT 지반 정보 그래프 (2021.08.17._여수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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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션앵커

○ 석션앵커 시스템 실해역 테스트

- 해상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부유체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로 펌프의 작동으로 석션과 

인발을 통해 앵커체(말뚝) 설치와 철거를 수행

- 석션계류앵커와 자동 착탈시스템 사이에 유압 실린더 방식의 클램프를 사용하여, 석션계류앵

커와 펌프 시스템을 자동으로 분리 및 자동 폐쇄 가능한 무인 시스템

  - 시험평가선 탑재장비로 시험평가선의 A-프레임을 사용하여 석션·인발 및 지지력 테스트를

    (holding capacity test) 실시

  - 각종 센서 작동 상태 확인

○ 석션앵커 시스템 구성

- 석션앵커 파일 앵커 시스템 본체

Ÿ 유량 800LPM의 성능을 가진 하나의 심정 펌프를 통하여 다수의 회전실린더를 이용하여, 석션

과 인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

❙그림 2-8-23❙ 석션앵커 시스템 본체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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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이즈 1,745mm(H) x 1,350mm(W) x 1,242mm(T)

장비 중량 1,300kg (Approx.)

펌프 용량 800 LPM

회전실린더 수 4EA (엔코더 장착형)

인양 클램프 수 2EA (근접센서 장착형)

압력센서 2EA (계측범위 10Mpa)

기울기 센서 계측범위 X,Y ± 90도

실린더/클램프 작동 매체 물(담수)

❙표 2-8-17❙ 석션 앵커시스템 본체 사양

파워팩 모터 2.2kW / 설정압력 20bar(Max 60bar)

부스터 용량 850cc / 최대압력 40bar

물펌프(윌로) 1.1kW / 압력설정 6bar(인버터 탑재형)

물탱크 용량 200 liter

콘트롤러(PLC) 케엔스 KV8000 시리즈

터치스크린 (핸디형) VT3-V6H

크기 1,245mm(W) x 1,154mm(T) x 1,445mm(H)

❙표 2-8-18❙ 석션 앵커시스템 본체 사양

- 앵커체

Ÿ 해상 계류를 위한 말뚝형태의 강체로서 상부에 석견을 위한 기계식 자동 닫힘 배수구가 있으

며, 상부와 측면에 샤클용 고리가 부착

❙그림 2-8-24❙ 앵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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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SS400

외경 / 길이 ø1,500 / 4,000mm

두께 상판 30mm / 본체 10mm

견인고리 8개소

흡입구 스프링타입 기계식구조

예비 흡입구 65A CAM-LOCK coupler (CF)

총중량 2,500kgf

❙표 2-8-19❙ 앵커체 사양

○ 석션앵커 시스템 설치 및 지지력 테스트 (Holding capacity test) 수행

- 일자 : 2021년 08월 19일

- 장소 : 여수 연도 인근해상

- 수심 : 약 38m

❙그림 2-8-25❙ A-프레임 이용하여 석션앵커 진·회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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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션 앵커 셕션·인발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기울기 센서를 활용하여 해저면 안착 여부와 관

입 방향 확인

- 앵커체 내·외부 압력 센서를 통하여 앵커체 관입 확인

- 석션 완료후 지지력 테스트 (Holding capacity test) 실시

❙그림 2-8-26❙ 지지력 테스트 (Holding capacity test) 

  

❙그림 2-8-27❙ 로드셀을 이용한 석션앵커 지지력 테스트

- 상기의 방안도와 같은 순서로 샤클과 와이어를 사용하여 석션앵커체와 로드셀을 연결, 로드

셀과 터거윈치 와어어를 샤클을 사용하여 연결함

- 순서대로 연결후 로드셀에 나타나는 tension값을 확인하면서, tension값이 최고치를 찍으며 떨

어질때까지 터거윈치를 천천히 감음

- 로드셀에 나타나는 tension값을 확인하여 인입되었던 석션앵커가 지지력을 잃고 해저면에서 

뽑힌 것을 확인하고, 석션앵커을 회수함



- 363 -

(2) 너클 붐 크레인

□ 너클 붐 크레인 제원

○ 너클 붐 크레인 사양

- 용량 : SWL 5톤

- 높이 : 4.6m (Pedestal + Upper post)

- 중량 : 약 12.5톤

- 작업반경 : 최대 15.0m ~ 최소 4.1m

- 인양 로프 길이 : 30m   

- 인양 속도 : 약 10m/분

- 전개 각도 : 0°~75°

- 회전 속도 : 0.5바퀴/분

- 공급 전원 : Main : 440V, 60Hz, 3P / Control : AC 220V, 60Hz, 1P

- 인증기관 : 한국선급 

 

❙그림 2-8-28❙ 너클붐 크레인 유효 작업 구역 -1

❙그림 2-8-29❙ 너클붐 크레인 유효 작업 구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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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도면에 표기된 최대·최소 작업 반경원과 같이 크레인 작업 가능구역에서 5톤 이하의 

중량물의 이동과 작업 지원이 가능함

- 시험평가선 우측으로 약 10m 선외로 크레인 붐 전개가 가능하여 소형 해상 시험장비의 진·

회수와 실험 진행중 장비 고정이 가능

- 높이 약 9m이하의 장비는 너클붐 크레인으로 직접 진·회수 가능

- A-프레임 인양 구역과 겹치는  너클붐 크레인 유효작업 구역중 일부에서는 장비의 상호 전

달이나, 경량의 장비 턴 오버(Turn over)가 가능 

 

❙그림 2-8-30❙ 너클붐 크레인 수납 및 최대 전개

 

❙그림 2-8-31❙ 너클붐 크레인 운용 및 선외측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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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클붐 크레인을 활용한 부대장비 활용

1) FFCPT(Free-Fall Cone Penetration Test)

○ FFCPT 실해역 테스트

   : 선상에서 자유낙하시켜 최대 수심 200m의 해저 지반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해저 지반 기초 조사장비로 활용됨

    자유낙하 시 선상에서 바로 낙하시키게 되면 선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클붐을 이용하여 약 5m 이격시켜 낙하시키고 별도의 장비를 통하여 진·회수 

    및 해저 지반 정보 획득 등의 실해역 테스트를 수행함

○ FFCPT 장비 사양

-  전장부 크기 : 20cm(D) x 50cm(H)

-  로드 길이 : 100cm

-  최대 길이 : 350cm (로드 3m 조립 시)

-  무게 : 43.7kg (최대)

-  운용수심 : 200m (최대)

-  전원 용량 : 10,000mAh

-  관입방법 : 자유낙하식

○ FFCPT 구성

   : 배터리 내장형으로 전원 충전은 별도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여 충전

     전장부, 테이퍼, 로드, 콘프로브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로드 길이는 최대 3m까지 연장 가능

     획득한 데이터는 내부에 저장되는 방식이며, 추후 선상에 회수 후 PC에 백업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최종 데이터(종합 저항력) 도출

❙그림 2-8-32❙ FFCPT 장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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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CPT 실해역 테스트 수행

- 일자 : 2021년 08월 17일

- 장소 : 여수 연도 인근해상

- 수심 : 약 35m

❙그림 2-8-33❙ FFCPT 장비 조립 및 진수

❙그림 2-8-34❙ 너클붐을 이용한 FFCPT 장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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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35❙ FFCPT 장비 운용시 선체와 이격거리

- FFCPT 장비 선내에서 이동 및 진·회수 시 너클붐을 사용하였음

- FFCPT는 최대 로드 3m를 결합하여 최대 길이 3.5m로 조립함

- 43.7kg의 무게인 FFCPT를 너클붐 이용하여 자유낙하 전 선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너

클붐을 이용하여 약 5m 이격하고 한 지점 당 3회씩 실험 진행

- 너클붐을 선외측으로 전개 시 선박과 충분한 이격 거리(5m 이상)가 있어서 연구작업 진행중 

선박과 장비의 충돌로 인한 파손의 위험성이 적음

○ FFCPT 수행 결과

- 실해역 테스트 결과 하기와 같은 지반 정보를 취득하였음

- 종합 저항력(Total Registance)은 지반에 대한 압력 정보이며, 기울기(Inclination)은 관입 당시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1차, 2차 모두 ±2.5[deg] 이내로 관입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실험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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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36❙ FFCPT 지반 정보 그래프 (2021.08.17._여수 연도)

- FFCPT장비 실해역 시험 시 너클붐을 사용하여 장비 진·회수에 문제가 없었고, FFCPT장비

를 운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작업 공간을 확인하였음

- 관입 시험 진행 중 장비 고정과 회수용 로프 운용이 용이하도록 시험평가선은 DP모드를 유

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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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V(Unmanned Surface Vehicle)

○ USV(Unmanned Surface Vehicle) 제원 

- 시험평가 선박의 너클붐을 활용한 소형 해상 시험장비의 진·회수 실험에 사용된 USV는 무

인 수상선으로 해상 환경데이터, 소나를 이용한 수중 지형정보, 수중 환경정보 등을 취득하는 

장비로 선상의 진·회수장비가 필수인 장비임  

- 소형 해상 시험장비의 진·회수와 실험에 사용된 USV의 선체 무게는 250kg으로 임무에 따라  

센서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되었으며 전장은 길이 3m, 폭 1.4m로 설계 하였고 최대 

적재량은 선체의 베터리, 구동에 필요한 제어시스템 및 추진기를 제외하고 약 120kg의 페이

로드를 추가 장착이 가능하며 임무에 따라 개조가 가능한 H/W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

- 본 진·회수와 실험에 사용된 USV는 SSS(Side Scan Sonar)가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고   

시험평가 선박의 진입이 어려운 얕은 수심의 수중 지형을 타겟으로 설계 

 

전장(L.O.A) x  전폭(Bex) x Height 3m x 1.4m x 1.2m

Speed max 4 knot 

운용시간 8시간 @3knot 

사용센서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운용거리 10~12km 

payload 자중 제외 120kg

기타(Side Scan Sonar 탑제) SSS (Side Scan Sonar )무게 14kg, 윈치 시스템 40kg

❙표 2-8-20❙ 설계된 USV(Unmanned Surface Vehicle)의 사양

❙그림 2-8-37❙ USV(Unmanned Surface Vehicle)와 SSS(Side Scan Sonar)

- 소형 USV는 시험평가 선박 관제실의 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단한 제어용 콘솔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게 설계 되었으며 제어 콘솔프로그램은 USV의 임무를 위한 위치정보 및 임무 

전달, 수동 조작,  SSS의 윈치 시스템 제어 등의 기능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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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38❙ USV(Unmanned Surface Vehicle)의 제어 콘솔 화면

○ 너클 붐의 USV(Unmanned Surface Vehicle) 진·회수 시험

- 시험평가 선박의 너클붐의 이송무게는 SWL 5톤으로 SSS를 장착한 소형 USV의 무게(약300kg)

를 이송하기 위해 충분한 사양으로 시험평가 선박과의 충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평가선 우

측으로 약 10m 까지 소형 USV를 이격 진수

❙그림 2-8-39❙ USV(Unmanned Surface Vehicle)의 진·회수

○ USV(Unmanned Surface Vehicle) 주행 테스트 

- 시험평가 선박에서 진수된 소형 USV는 주행성능 테스트를 위해 4곳의 Way Point를 차례로 

주행 후 처음 시작점으로 복귀하는 임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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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0❙ USV 주행 테스트

❙그림 2-8-41❙ USV 주행 궤적

- 소형 USV의 주행 중 SSS 센서를 토잉하여 수중지형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였고 SSS를 

센서를 끌고 수중 지형데이터를 취득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 

❙그림 2-8-42❙SSS (Side Scan Sonar) 실시간 취득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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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시스템

Ÿ 시험평가를 위해 장착된 각종 센서 신호는 모니터링 시스템 서버에 저장되어 관리됨.

Ÿ 시험운항 기간 중 획득된 센서 신호를 다음과 같음.

Ÿ 단, ADCP의 경우 시험운항 기간 중 센서 이상으로 인하여 신호를 획득하지 못하였나, 시험운

항 종료 후 정상설치 종료함.

□ GNSS

○ 선박의 지리적 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신호로서 모니터링용 센서들의 기준시간을 제공

하는 핵심 센서임.

Ÿ 획득된 선박좌표는 위도, 경도, 고도 좌표로서 서버에 자동저장됨.

Ÿ 위경도 좌표를 UTM 평면좌표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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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3❙ GNSS에 의한 선박 이동궤적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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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4❙ GNSS에 의한 선박 이동궤적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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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5❙ GNSS에 의한 선박 이동궤적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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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6❙ GNSS에 의한 선박 이동궤적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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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7❙ GNSS에 의한 선박 이동궤적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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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RS

○ 선박의 자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신호로서 선박 자세에 따른 모니터링용 센서들의 신호보

정을 위해 활용되는 센서임.

Ÿ 획득된 기본 자세정보는 Heading, Roll, Pitch이며 서버에 자동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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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8❙ AHRS에 의한 선박 자세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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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9❙ AHRS에 의한 선박 자세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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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0❙ AHRS에 의한 선박 자세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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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1❙ AHRS에 의한 선박 자세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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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2❙ AHRS에 의한 선박 자세 (9/01)

□ Wave radar

○ 현재 선박이 존재하는 해상에서 파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센서임.

Ÿ 해당 센서는 설치된 센서와 해수면과의 높이를 측정하는 센서임.

Ÿ 측정 당시 선박의 흘수높이, 자세 등으로 인해 센서/해수면과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Ÿ 파고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주어진 선박의 상태에 따라 시험평가자가 재연산을 수행하여야 하

기 때문에 때문에, 본 시험운항 기간에는 센서/해수면 사이의 높이 측정으로 신호획득 상태를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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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3❙ WaveRadar에 의한 센서/수면 간 높이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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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4❙ WaveRadar에 의한 센서/수면 간 높이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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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5❙ WaveRadar에 의한 센서/수면 간 높이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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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6❙ WaveRadar에 의한 센서/수면 간 높이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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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7❙ WaveRadar에 의한 센서/수면 간 높이 (9/01)

□ USBL

○ 수중에 있는 시험평가 대상물의 지리적 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센서임

Ÿ 임의의 대상물을 이용하여 수중위치인식 시험을 수행하였음.

Ÿ 획득된 수중위치 정보는 위도, 경도, 고도 좌표로서 서버에 자동저장됨.

Ÿ Transponder 2개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정보는 그래프 상에 남색, 적색으로 표시하였음.

Ÿ 위경도 좌표를 UTM 평면좌표로 변환하였고, 수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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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8❙ USBL에 의한 대상물 수중 위치 – UTM, 수심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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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9❙ USBL에 의한 대상물 수중 위치 – UTM, 수심 (8/30)



- 379 -

4002095

4002015

4002020

4002025

4002030

4002035

4002040

4002045

4002050

4002055

4002060

4002065

4002070

4002075

4002080

4002085

4002090

UTM East [m]
556100556010 556020 556030 556040 556050 556060 556070 556080 556090

USBL Position

50

0

10

20

30

40

Time

10:45 오전 
21/08/31

10:21 오전 
21/08/31

10:24 오전 
21/08/31

10:27 오전 
21/08/31

10:30 오전 
21/08/31

10:33 오전 
21/08/31

10:36 오전 
21/08/31

10:39 오전 
21/08/31

10:42 오전 
21/08/31

USBL Depth

❙그림 2-8-60❙ USBL에 의한 대상물 수중 위치 – UTM, 수심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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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61❙ USBL에 의한 대상물 수중 위치 – UTM, 수심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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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P

○ 수중의 음속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임.

Ÿ 선박에 구축된 SVP는 실시간 연속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아닌, 측정대상 지역에서 입수

하여 원하는 수심까지 입/출수하여 데이터를 측정함.

Ÿ SVP 센서에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며, 출수 후에는 해당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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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62❙ SVP에 의한 음속 측정 – 수심, 음속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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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해양장비 시험평가 실증

(1) 개요

○ 구축된 시험평가선, 해양장비 시험평가 체계를 이용하여 실해역에서 해양장비의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한지 실증하고자 함.

○ 해양장비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 항목 설정, 시험평가 절차서, 기준 센서, 시험평가 대

상 장비가 요구됨.

□ 실해역 시험평가 항목 설정

○ 위험수심(OT1.2), 수심 정확도(OT1.7), 수심 유지(OT1.12)을 시험항목으로 선정

Ÿ 그림 2-5-5와 같이 시험평가선을 활용한 실해역 시험평가로 System test가 적합한 것으로 도

출한 바 있으며, 이는 표 2-5-22와 같이 시험총괄표의 운용시험에 해당함.

Ÿ 표 2-5-20의 기존 해양장비의 공통 시험평가 총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수중위치와 연관되므

로 이에 관한 항목을 설정하고자 함.

Ÿ 위치는 3차원 상에서 수평, 수직 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Ÿ 일반적으로 수중위치는 소나를 이용해 측정되나 수심별 수온, 밀도, 염도등 해양상태 변화에 

따라 음속이 가변되므로 시험평가 관점에서 정밀 위치값 확보를 위해 소나를 사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음.

Ÿ 수중의 수직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압력센서가 주로 활용되며, 이 경우 대상체 표면에 정

수압으로 일정하게 작용되므로 시험평가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함.

Ÿ 관련하여 위험 수심, 수심 정확도, 수심 유지 시험을 실해역 시험평가 항목으로 선정함.

□ 시험평가 절차서 작성

○ 선정된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시험평가 절차서를 작성함. 

Ÿ 실해역 운영 및 3자입회 시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작성된 시험평가 절차서의 내용을 일

부 수정함.

Ÿ 1절 적요 : 해당 시험의 개요 작성

Ÿ 2절 시험방법 : 시험 전 사전준비 및 본 시험절차를 작성

Ÿ 3절 시험결과 : 시험절차 수행여부에 관한 체크리스트와 실제 평가된 결과를 동시에 기입하는 

평가표를 작성 

Ÿ 참고 : 시험평가 절차서 작성 당시 심도/수심을 혼재하여 사용하였음. 실해역 성능시험 이후 

시험평가 총괄표, 절차서를 재정리하며 수심으로 단어를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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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수심센서 제작

○ 절차서 운용을 위하여 기준 수심센서 장치를 제작함.

Ÿ 기준 수심센서 성능조건을 정밀측정 목표수심 300m, 측정분해능 0.001m로 설정함.

Ÿ PDK의 PHP 정밀압력센서를 선정하였고, KOLAS 인정 압력센서 교정 성적서를 발급받음

항목 수치

측정 압력범위 0 ~ 35bar (게이지압)

측정 정밀도 ± 0.035%

사용온도범위 -20 ~ 80°C

❙표 2-8-21❙ PHP 정밀압력센서 스펙

❙그림 2-8-63❙KOLAS 인정 압력센서 교정성적서

 

○ 기준 수심센서를 해양장비와 연동하여 원활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념설계 수행

Ÿ 운영수심 : 300m

Ÿ 기준 수심센서 전원인가용 스위치가 내압용기 외부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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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준 수심센서는 배터리로 운영

Ÿ 배터리 1회 완전충전 시 연속동작 8시간 이상 되어야 함.

Ÿ 기준 수심센서 장치 내부에 DAQ, 메모리, 시간동기화 장치가 내장되어야 함.

Ÿ 기준 수심센서의 압력 출력값이 메모리장치에 저장되어야 함.

Ÿ 외부에서 기준 수심센서 장치에 접근하여 날짜, 시간동기화가 가능하여야 함.

Ÿ 필요 시 기준 수심센서 장치를 선상까지 유선연결하여 사용 가능하여야 함.

○ 기구부는 기능별로 크게 3개의 구획-센싱부(전단부), 전장부(중단부), 커넥터/스위치부(후단

부)-으로 나누어 설계함.

Ÿ 기준 압력센서 장치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압력센서의 주기적인 교정이 요구됨. 이에 압력

센서를 내압용기 전단부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내압용기의 전단부/중단부의 탈부착할 수 있도

록 조립 편의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Ÿ 전장부는 MCU, Micro SD 메모리카드, 통신모듈, 배터리, DC컨버터, 전원충전장치 등으로 구성

하였음. 

Ÿ 후단부에는 전원스위치, 체크밸브, 통신커넥터, 상태알림LED를 배치하였음. 전원스위치를 통해 

기준심도센서 장치에 전원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설정한 체크밸브에 진공펌프를 연결하

여 내압용기 내부의 압력을 저압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음. 장비 조립 또는 외부에 노출될 

경우 내압용기에 설치되어 있는 씰링용 고무가 비틀어져 자리잡을 수 있는데. 이때 내압용기 

내부의 압력을 저압으로 만들면 씰링용 고무가 압력차로 인해 설계자가 의도한 위치에 자리잡

아 방수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음. 통신커넥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입출력을 수행하고, 장치의 

상태확인 및 시간동기화 지령을 내릴 수 있음. 상태알림 LED는 압력센서 출력값 로깅 중(LED 

깜빡임), DAQ 커맨트 입력 대기상태 (LED 고정), 배터리 충전 중(LED 깜빡임), 배터리 완전충

전 상태 (LED 고정)으로 표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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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64❙기준 수심센서 장치 전장부 설계도면

(a) 압력센서부            (b) 전장부                  (c) 전원부

❙그림 2-8-65❙기준 수심센서 장치 기구부

    

❙그림 2-8-66❙제작된 기준 수심센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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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해역 시험평가 장비/장소 선정

○ 시험평가 대상 장비 선정 : Blue Robotics사의 BlueROV2

   - 해당 ROV는 최근 레저/inspection급으로 상용화가 매우 잘 이루어진 장비임.

   - BlueROV2는 소형 사이즈 및 저렴한 가격으로 레저, 기초연구, 간이 조사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ROV 내장 수심센서는 전장부의 후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림 2-6-24와 같이 기준 수심센

서 장치의 방향도 이에 맞추어 설치함.

   - ROV의 무게는 10kg/0kg(공기중/수중)으로 수중운영 관점에서 매우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테

더케이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쉬움.

   - 기준 수심센서 장치가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수심센서 장치는 무

선작동하도록 세팅함.

❙그림 2-8-67❙ 기준 수심센서 장치가 장착된 BlueROV2

○ 실해역 시험평가 장소 

   - 실험일시 : 2021년 8월 27일

   - 실험위치 : 36°08‘17.6“N 129°30’10.6”E

   - 실해역 시험운항 기간 중 시험평가체계 운영으로 할당받은 일시에 실험 수행

   - 해당 일시에 시험평가선이 위치한 곳에서 실험 수행 

❙그림 2-8-68❙ 실해역 실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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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해역 시험평가 수행

○ 위험수심 시험(OT1.2)

- 위험수심 시험평가 절차서를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함

- 사전설정항목으로 목표 위험수심, 위험수심 대기시간, 재동작 기준을 정의함

시험대상 장비 평가기준 사전설정

목표 위험수심 15 m

위험수심 대기시간 2 분

재동작 기준

1. 스러스터 작동여부
2. 조명 작동여부
3. 카메라 작동여부

4. 장비 통신상태 작동여부

❙표 2-8-22❙ 시험대상 장비 평가기준 사전설정

- 선상에서 시험대상 장비에 기준 수심센서를 장착 후 수면으로 내리고 안정화를 확인함

- 이후 사전설정된 위험수심 15m까지 이동 후 2분간 대기하고 수면으로 복귀, 선상으로 회수하

였음

- 선상회수 후 사전설정된 재동작 기준에 따라 작동시험 수행하였음

- 위험수심 실험 시 기준 수심센서로부터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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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시험 그래프

❙그림 2-8-69❙ 위험수심 결과

- 위험수심 도달 구간에서 기준 수심계에 의한 평균수심은 17m, 신뢰도 99% 구간은 ±0.004m

로 확인되었음

- 선상회수 후 육안검사를 수행하였을 경우 손상/파손/변형이 없었음

- 재동작 기준에 따라 작동시험 시 4가지 모든 항목에 대해 100% 정상작동함을 확인하였음

- 이를 통해 시험평가 대상장비는 ‘위험심도 15m를 만족함’으로 판정결과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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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 정확도 시험(OT1.7)

- 수심 정확도 시험평가 절차서를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함

- 사전설정항목으로 목표 수심, 회당 목표 수심 대기시간을 정의함

시험대상 장비 평가기준 사전설정
목표 수심 10 m

회당 목표 수심 대기시간 2 분/회

❙표 2-8-23❙ 시험대상 장비 평가기준 사전설정

- 선상에서 시험대상 장비에 기준 수심센서를 장착 후 수면으로 내리고 안정화를 확인함

- 이후 시험대상 장비 자체 수심계 측정값을 기준으로 사전설정된 목표수심 10m까지 이동 후 

2분간 대기하고 수면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5회 반복함

- 측정이 완료되면 시험대상 장비를 선상으로 회수하고 각 회차별 획득된 수심 데이터 샘플을 

통해 수심정확도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시험차수 시험 대상 장비 평균수심 [m] 기준 수심계 평균수심 [m]

1회 10.16 10.14

2회 10.05 10.01

3회 9.77 9.75

4회 10.19 10.13

5회 9.83 9.8

❙표 2-8-24❙ 수심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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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V 수심계 결과 (b) 기준 수심계 결과

❙그림 2-8-70❙ 수심 결과 그래프

- 연산 결과 수심 정확도 0.03m, 수심 반복정밀도 0.36m가 도출되었음

- 이를 통해 시험평가 대상장비는 ‘수심 정확도 0.03m, 수심 반복정밀도 0.36m를 가짐’으로 

판정결과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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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 유지 시험(OT1.12)

- 기작성된 수심 유지 시험평가 절차서를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함

- 사전설정항목으로 목표 수심, 목표 수심 대기시간을 정의함

시험대상 장비 평가기준 사전설정
목표 수심 10 m

목표 수심 대기시간 2 분

❙표 2-8-25❙ 시험대상 장비 평가기준 사전설정

- 선상에서 시험대상 장비에 기준 수심센서를 장착 후 수면으로 내리고 안정화를 확인함

- 이후 사전설정된 목표 수심 10m까지 이동 후 2분간 대기하고 수면으로 복귀, 선상으로 회수

하였음

- 획득된 수심 데이터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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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71❙ 수심유지 결과

- 수심유지 시 기준 수심계에서 획득된 평균수심은 9.96m, 수심 표준편차는 0.001m로 도출되었

음

- 이를 통해 시험평가 대상장비는 ‘수심 평균 9.96m, 수심 표준편차 0.001m를 보였음’으로 

판정결과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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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험평가선 활용계획 및 운용 자립화 방안

2-9-1 시험평가선(장영실호) 운영방안 수립

□ 환경여건 분석 및 시장수요조사

❙그림 2-9-1❙ 미래 기술 니즈(needs)분석

❙그림 2-9-2❙ STEe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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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해양로봇 SWOP 분석

❙그림 2-9-4❙ 기술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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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장비 기업‧연구기관 등 대상 수요조사(‘19)

○ 조사 개요

Ÿ ㈜한국정책리서치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

Ÿ 현장의 활용계획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 등 기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를 실시(‘산업체 및 기타’ 30명, ‘연구기관’ 5명, ‘정부기관’ 1명 총 36명 대상)

○  조사 결과 

Ÿ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시험평가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시험평가체계 구축이 해양산업 활

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 1일‘2-3천만원’이 88.6%로 가장 높게 응답, 기능과 역할은

‘실증실험지원’과 ‘장비시설의 공동활용지원’을 응답

❙그림 2-9-5❙ 시험평가선 1일 적정 사용료

❙그림 2-9-6❙ 참여시 우선 고려 환경여건

❙그림 2-9-7❙ 필요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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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산업계)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 예정인 수중청소로봇 등과 함께 해상풍력･파력･조류 등 해양

에너지, 기기･장비, 해양플랜트기자재 등에서 ‘25년까지 총 350억원의 수요 전망 도출

* (수중로봇) 수중무인이동체 등의 수중모니터링, 장비제어, 방수테스트, 주행성능 등 각종 현장실험

** (기기장비) 모니터링·감시장비, 스캔소나, 음향 탐지장비 등 해양전문장비의 실해역 실증시험 

❙그림 2-9-8❙ 공공·산업계 수요조사 현황

 

Ÿ 국내외 산학연 협력사업의 해양기기·장비의 모선 지원을 통하여 약 220억원의 수요 전망 기대

*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해양극한 생물분자 유전체 개발, 심해광물자원 정밀 자원·환경도 작성, 동해 냉

수 분출대 정밀탐사, 가스하이드레이트 해저면 정밀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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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장비 관련 산학연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20)

○ 조사 개요

Ÿ KIOST 자체 설문조사 실시(e-mail)

Ÿ 해양로봇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학·연·관공 관계자 총 185명 대상

Ÿ 해양장비 기술개발 분야, 실증 및 실용화 분야, 실증 및 실용화 분야, 교육/인력양성 분야에 

대해 필요성 / 중요도 / 우선순위 조사

○ 조사 결과

Ÿ 해양로봇 상용화를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기술사업화 지원(35%), 테스트베드 구축 (30%), 법/

제도 개선(24%) 순으로 응답

Ÿ 특히, 해양장비 인증‧표준화 기술 필요성에 대해 77%가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32%, 대체로 그

렇다 40%, 보통이다 15%)

❙그림 2-9-9❙ 산학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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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로봇 산업체 심층면접조사(FGI) 실시(‘21)

○ 조사 개요

Ÿ 해양장비/로봇 관련 기업 대상으로 시험평가 기술 개발, 표준화, 인증체계서비스 구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사업수행에 대한 참여 방안 심층면접조사(40개 민간기업)

Ÿ 해양장비산업 관련 기업의 실태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해양장비산업 육성 방향 도출

❙그림 2-9-10❙ 산업체 심층면접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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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시험평가선 운용자립화 방안

□ 운영계획(안) 수립

○ 효율적인 운영체계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환경조성 및 장기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

한 재원 확보

Ÿ (기능 1) 수중로봇, 해양기기･장비 등의 시험평가, 성능·검증 

Ÿ (기능 2) 정부주도로 개발된 수중건설로봇, 수중글라이더, 무인잠수정 등의 모선 지원

○  (운영전략) 정부주도의 R&D로 개발된 해양기기·장비의 실해역 실증·검증 등의 시험평가 

업무와 지원모선 참여, 민간기업의 현장적용실적 확보 지원 등을 통하여 운영비 확보

Ÿ 수중건설로봇사업단내 설치하여 조기 안정화, 운영비 절감효과를 도모하고, 기 운영 중인 한국

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과학연구선과의 공조를 통하여 유지·관리 등의 운영비 절감 모색

○  (소요예산) 시험평가선을 건조하여 실해역 시험평가 활동을 수행할 경우, 실증시험지원 설

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최소 약 38억원 소요

○  (재원조달방안) 운영 1차년도(‘22)는 공공 연간 50일, 민간 연간 90일 이상 사용하는 재원 

확보

Ÿ (기본방향) 해수부의 해양기기·장비 실용화 사업, 산업부, 과기부 등 타부처 R&D 지원모선 

사업, 해양신기술인증 전문위탁기관으로서의 위탁·위임료 등으로 운영

Ÿ (국가 R&D) 차세대 해양로봇 ICT융합기술개발사업(MOVE 4.0), 수중건설로봇 2단계 사업, 수중

글라이더 기능 고도화 사업 등 해양수산부 해양장비 실증·실용화 사업 참여로 운영비 확보

* (MOVE 4.0) 광역해양공간 환경정보 획득 장비, 에너지 harvesting/battery 장치, 수상·수중 무선통신 장비, 해양부착생물 저

감·제거 장치, 해양쓰레기 저감·회수 장치, 양식장 해저환경 개선 장치, 해양레저 지원로봇 등  

** (수중로봇 2단계) 수중건설로봇 성능 고도화, 수중글라이더/관측 장비 기능 고도화 등

Ÿ (모선지원) 안정적인 조기 활용을 위해 초기 3년은 기 개발된 수중건설로봇의 지원모선 기능 

중심으로 운영비 확보

* (수중건설로봇) 경작업용 ROV, 수중 중작업용 로봇, 트랙 기반 해저 중작업용 로봇 등 3종 활용

** (최근 5년) 인천대교 건설(‘09), 진도･제주 케이블매설(’10), 서남해 2.5GW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14) 등의 해상건설

사업과 해양방위사업의 지반조사(’11)를 통해 총 310억원의 해외 임차료 지불

Ÿ (위탁·위임료) KIMST로부터 해양신기술인증 전문위탁기관으로서의 위탁·위임을 받아 관련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제공

* ‘19년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기초한 신기술 인증심사에서는 총 28건의 심사서류 접수(현재 산업부 NET 등록 해양분야는 

선박기자재 관련 신기술인증 10건 등록)

Ÿ (사용료) 해외 선박임차 비용(8천만원/일)에 비하여 저렴한 사용료(4천만원/일)로 활성화 유도

Ÿ (해외임차비용) (프)IFREMER의 Notile : 32억원/회(8천만원/일, 40일 기준, 이동거리 30일, 시험

평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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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한 운용자립화 방안

○ 시험평가선 활용을 전담하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및 활용 극대화 

도모

   * KIOST의 장기적인 협력이 포함된 연구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KIOST 이사회의 추진 승인을 득한 후, 「연구

소기업 설립 및 지원 규정」에 따라 「시험평가선 연구소기업」설립을 추진

Ÿ (추진목적) 연구소기업전략육성지원(R&BD): 연구소기업이 창업→도약→성장까지 육성단계로 

선순환 구조 정착과 안정적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검증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한 상용화 자금 지원 수혜 가능

-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소기업이 창업에서 성장단계로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원규모) 2년간 최대 600백만원 내외 지원

* 일반기업인 경우,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 활용 가능

*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인 경우, 기존 인력 인건비 활용 가능

- (지원대상) 특구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

출기업

* (유의사항)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내용)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운영 체계(안)

❙그림 2-9-11❙ 장영실호 SWOP 분석 및 최적 운영체계(안) 도출
 

- 시험평가선 하드웨어 운영은 항해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선박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탁기업이 운영하여 효율성 강화

- 반면에, 국가 대형 연구 장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영실호의 운영

사항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운영일정, 용선비용, 관리운영 감사 등

○ 민간 운영 적합 용선비 계상(안)

Ÿ 선원 급료 및 기타 선박운용을 위한 인력의 복지 관련, 주부식비

Ÿ 선박운용을 위한 HSEQ 시스템 등 운영 관리시스템으로 선급관리 및 각종 규정 준수, 안전관

리 등 외적인 비용 

Ÿ 선박 운용을 위한 연료유, 선용품, 선박 자체 유지보수, 스페어파트 운영 비용

Ÿ 선박 미 임차 시 선박의 자체 관리 즉 입출항, 정박비 등의 비용

Ÿ 선박이 임차 시 선박 관리에 비용으로 선박자체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외적인 비용은 위탁운영

자(임차인)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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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실호 위탁 관련 선체용선계약서 마련 및 최적 민간 위탁조건 분석

○ 장영실호 위탁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의 협상 시에 선체용선계약서최종(안)을 활용하여 최종 

계약서 수정·보완사항 전문가 자문 및 검토

○ 선박 소유자 및 용선자 제공 의무, 용선대가, 면책사유, 유치권 등에 대한 지배·관리권의 

KIOST 독소조항 有無 정밀 검토

○ 민간 위탁 조건 분석,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수립, 민간 운영 적합 용선비 계상, 활용방안 

및 수요 전망, 사업구조 및 시장 환경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과

학기술적 측면과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 장영실호 민간 위탁 운영 

제안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3자의 민간위탁 종류 및 방법,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 비교, 위탁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기반 자료 조사·확보

○ 시험평가선(장영실호) 비즈니스모델 개발

- (비즈니스모델 개발) 생산·판매 협력파트너(Key Partners), 핵심비즈니스활동(Key Activities), 

핵심비즈니스자원(Key Resources), 고객 가치 제공 제품·서비스(Value Proposition), 고객관계

방안(Customer Relationship), 영업·판매·서비스 채널(Channels), 목표고객(Customer 

Segments), 비용항목과 원가구조(Cost Structure), 수익창출방안(Revenue Streams) 등의 캔버스 

9 Blocks 핵심요소로 구축 

❙그림 2-9-12❙ BM 도출 절차(별첨 8 참조)

- 국내 연구기관에서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이 구축된 해양과학연구선은 아라온호 및 이사

부호가 있으나, 진보된 해양과학연구를 위한 대형연구선(장비)는 여전히 공급 부족 추세

- 사기업에서는 해양케이블 사업을 추진중인 ㈜KT서브마린社가 다이나믹포지셔닝시스템이 구

비된 선박‘미래로호’, ‘세계로호’ 및 ‘리스폰더호’를 보유하고 있으나, ‘리스폰더호’

는 2020년 9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활용 불가 상황으로 공급 부족 사태는 여전한 상황으로 

대형연구선(장비)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

- 이에, 장영실호가 가진 주요 기술 경쟁력과 용선계약사 ㈜케이오티 및 모기업 ㈜케이오씨의 

전문 기술진, 경험, 시설 및 장비 등의 제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 398 -

진출이 적극 기대되는 상황 

❙그림 2-9-13❙ 시험평가선(장영실호) 활용 범위

연구설비와 장비의 시험과 평가를 위한 모선 역할 풍력발전 산업

수중건설로봇 활용을 위한 모선으로 활용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 및 매설공사

통신신케이블 설치 해저의 자원개발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위한 해양플랜트 해상 사고 조사와 구조 수색

해양구조물 설치를 위한 Mooring System 설치작업 수행

❙표 2-9-1❙ 시험평가선(장영실호) 활용 범위

○ 공공성 확보 전망

Ÿ 해양영토 개척을 위한 유망 산업들을 발굴하면서, 해양에너지와 해양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해양 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활용 가능 

Ÿ 전지구적 대양탐사 능력 확보 : 대형연구선, 심해무인잠수정 등 활용 능력 제고

Ÿ 해양과학조사연구영역 확대 프로그램 개발 : 조사영역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으로 확대

Ÿ 국제협력프로그램 참여 강화 :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등 전지구적해양과학조사를 통한 현안문

제 해결

Ÿ 대양탐사를 통한 해양자원확보 및 개발로 국부 창출 :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실용화

연구분야 세부연구분야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남서태평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EEZ 해양광물자원 조사

해수면 및 해양관측

수산자원 및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

남서태평양 수산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개발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해양환경 관측 
 및 탐사 

한반도 주변해역 광역감시체계 구축

지역해 및 전 지구적 해양과학조사

해양관측, 탐사기술 개발
해양관측장비 기술개발

해양조사·탐사장비 기술개발 

❙표 2-9-2❙ 시험평가선 활용 연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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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최근 5년간(2016~2020) 국내 해양수산 과학 분야에서는 관련 R&D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

자하며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장영실(시험평가선)호의 수요는 지속적

일 것으로 판단됨

Ÿ 2021년 해양수산 관련 과제의 정부 R&D 예산 투자 규모는 7,825억원임 

○ 민간 수요 전망 

Ÿ 장영실(시험평가선)호의 위탁 운영 시, 공공 활용일(140일/년)을 제외한 최소 150일을 민간사업 

분야에 활용 가능

- 해저 광통신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해저 전력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해양구조물 설

치, 기타 특수 사업 등 해양 시설 장비 사업 등에 활용으로 상업적 활용 가능

Ÿ 관련 시장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해저통신시스템 용량은 118% 증가(2,700→5,900Tbps 수준) 

전망되며, 해저전력케이블 시장의 경우도 연평균 성장률 9.8%를 보이며, 2025년까지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Ÿ 국내 해저전력케이블 시장도 지자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해월 철탑 철거 및 원전 건설 계획 

축소, 해상풍력 실증단지 추진 등의 요구로 인해 국내 도서간 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설치 사

업의 증가가 예상되고, 탈원전을 위한 국내 신·재생 에너지 육성 추세에 긍정적인 국내 시장 

전망이 예상됨

Ÿ 이에, 장영실(시험평가선)호의 민간 분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종합적으

로는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Ÿ DP 등을 포함하여 약 30여개의 최신 설비를 완비한 신뢰성 있는 선박요건을 갖추고 있어 선

도적으로 국내외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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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단계 기획연구 : 해양(로봇)장비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

별첨 11 : 2단계 기획(요약)보고서 “해양장비 시험평가표준화 기술 개발” 참조

(1) 추진 필요성

○ 「장비 개발 → 성능 시험 → 사업화」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R&D 성과물의 사업화 기반 

조성 필요

Ÿ 지속적 R&D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및 민간 투자가 저조하여 해양수산 R&D 성과의 

사업화 연계기능 미흡 및 국민 체감 성과창출 부족 

* 해양 R&D 성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Death-valley 극복 인프라 체계 구축 필요

** 국내 개발되고 있는 해양로봇은 실해역의 실증 시험의 어려움과 평가·인증 시설의 부재로 실용화 사례가 극히 미미

Ÿ 해양로봇의 상용화 및 사업화,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 인증 및 

표준화 체계 기반 마련,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선순환적인 연구개발-상용화 체

계의 구축이 요구

❙그림 2-9-14❙ 해양로봇 개발의 순환 쳬계

Ÿ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구축) 연구개발과제 수행 단계에서 지자체 협력과 중소 해양기업의 네

트워크 구축, 협업 기반 연구개발-신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

Ÿ (해양로봇 통합 인프라 확보) 해양로봇 TRL-6단계 성능시험평가처 수중로봇복합실증수조(포항, 

’18년 해수부), TRL-7단계 성능시험평가처 실해역 시험평가선(포항, ’21년 해수부)의 구축 

인프라의 시너지를 위해 TRL-8 단계의 통합된 공인 시험평가플랫폼 및 인증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그림 2-9-15❙ 해양로봇 시험평가 체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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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내용

○ 해양로봇 연구개발의 상용화를 위해 시험평가 기술개발과 표준화·인증체계 구축, 핵심 부

품 개발과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자 기반의 오픈랩 구축

Ÿ 축적된 해양로봇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구축한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포항)와 

3,000톤급 시험평가선(장영실호) 및 해양장비시험평가센터(포항)를 활용하여 해양로봇 실용화 

플랫폼 구축

Ÿ 시험평가를 위한 실해역 시험장 조성 및 실내/실해역 원스톱 시험평가체계 구축 

Ÿ 해양로봇 부품 중소기업-지자체-연구기관 연계 테스트베드 오픈랩 구축

○ 총사업비(사업기간) : 342억원(‘22~’26) 

Ÿ 국고 : 285억원, 민자 : 57억원

연 도 ‘22 ‘23 ‘24 ‘25 ‘26 계

해양장비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 30 60 75 75 45 285

❙표 2-9-3❙ 연차별 예산                                                   (단위: 억원), 정부출연금 기준

(3) 비전 및 목표

○ (최종 목표) 공인시험평가 및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개발 장비의 신뢰도 향상과 사업

화 촉진

Ÿ 수요자(지자체, 해양기업) 기반의 오픈랩 사업을 통해 해양로봇의 시험평가 및 인증체계 구축

Ÿ (양적성과) ① 해양장비 공인시험 (KOLAS 10건 이상, 공인시험 20건 이상)

 ② 해양장비 중소기업 지원(30건 이상) 

Ÿ (질적성과) ① 오픈랩 기반 해양장비 공인 시험평가기술 개발

  ② 수요자 기반 개방형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③ 해양장비 시험평가 및 인증·표준화 서비스 체계 구축

❙그림 2-9-16❙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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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과제 기술개발 내용

○ 2대 전략과제, 4개 중점과제 선정

Ÿ (2대 전략과제) 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평가 기술 개발, ② 오픈랩 구축 및 핵심부품 표준화

Ÿ (4대 중점과제) ① 시험평가 시스템 개발, ② 공인 시험평가 기술 개발, ③ 핵심부품 표준화 

기술 개발, ④ 테스트베드 오픈랩 구축

  

❙그림 2-9-17❙ 핵심개발기술 및 추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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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점과제별 기술로드맵

1) 개방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해양로봇 공인 시험평가기술 개발

□ 해양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시험평가, 표준화 및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서 구축한 3,000톤급 시험평가선(장영실호)과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포항)를 기반으로 해양로봇 연

구결과물의 표준화된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원스톱 시험 서비스 플랫폼인 ‘모바일 오픈랩’

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해양로봇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

○ 실내 교정 수조 구축 및 시험 표준화, 인증체계 확립

○ 실해역 시험장 구축 및 시험평가 기술 개발

○ 수요자 기반의 개방형 테스트베드 플랫(모바일 오픈랩)

○ 모바일 오픈랩 기반의 해양로봇 공인 시험평가 기술

❙그림 2-9-18❙ 기술개발의 정의(핵심기술 1)

핵심 기술 세부 기술
국내수
준
(%)

세계최
고수준
(%)

확보전략

자체 
개발

기술 
도입

글로벌 
협력

테스트베드 
오픈랩 구축

해양로봇 실내 교정 수조 시험장 구축 53 95 △ △

해양로봇 실해역 시험장 구축 61 85 ○

시험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전주기 
관리체계 수립

33 85 ○

해양로봇 공인 
시험평가 기술 

개발

해양로봇 실내/실해역 표준 시험평가 기술 및 
시험절차서 개발

33 75 ○

해양로봇 표준 시험평가 불확도 평가 기법 개발 43 65 ○

해양로봇 공인 시험평가 체계 구축 56 70 ○

❙표 2-9-4❙ 내역사업 기술 확보 전략(핵심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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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 기술 세부 연구내용

1-1
해양로봇 실내 교정 수조 

시험장 구축

Ÿ 해양로봇의 시험평가 기법에 따른 실내 시험평가 장치 요구사항 분
석

Ÿ 시험항목별 시험장비/계측시스템 사양 분석, 시스템(치구, 센서, 계측
장치 등) 설계 및 제작

Ÿ 해양로봇 성능평가용 센서의 교정 방법 확립 및 교정 관리 체계 구
축

Ÿ 교정된 3차원 수조 구축
 - 길이, 압력, 수위, 온도, 탁도, 등
 - 실내 3차원 위치인식 시스템 구축
Ÿ 교정 회류수조 설비 구축
 - 길이, 압력, 속도, 속도장, 온도, 밀도, 수위, 등
Ÿ 해양로봇 환경성능 기본 시험설비 구축
 - 내압, 방수, 등
Ÿ 기준센서 교정 절차서 작성 및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Ÿ 절차서에 따른 기술/운용시험, 교정시험 수행
 - 기술/운영시험을 위한 교정시험 수행
 - 전자 기준센서 교정 절차서 작성
 - 품질인증 확보 방안 제시

1-2
해양로봇 실해역 시험장 

오픈랩 구축

Ÿ 실해역 오픈랩 구축을 위한 지자체, 지역 주민 협의체 구성
Ÿ 해양로봇 실해역 시험평가 기법에 따른 시험장 설계 및 인허가, 건설 

및 운영관리
Ÿ 실해역 성능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Ÿ 육상기지-실해역 시험장 원격 운영 통신체계 구축
Ÿ 실해역 시험평가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Ÿ 실해역 시험장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매뉴얼 작성

1-3
시험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전주기 관리체계 

수립

Ÿ 센서 데이터 표준화
Ÿ 실내/실해역 연계 입출력 데이터 표준화 구축 방안 제시
Ÿ 센서 융합시스템 HW/SW 설계 및 제작
Ÿ 실내/실해역 연계 센서 융합데이터 관리 시스템 및 DB 관리 서버 구

축
Ÿ 성능평가 표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Ÿ 센서 융합시스템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매뉴얼 작성

1-4
해양로봇 표준 시험평가기법 

개발 및 절차서 작성

Ÿ 기술시험, 운용시험 대상 및 시험평가 항목 선정
Ÿ 부품단위 기술성능 표준시험평가 기법 개발 및 절차서 작성
 - 환경시험, 신뢰성시험, 안전시험, 정비성능 시험, 등
Ÿ 제품단위 기술성능 표준시험평가 기법 개발 및 절차서 작성
 - 환경시험, 신뢰성시험, 안전시험, 정비성능 시험, 등
Ÿ 해양로봇 운용성능 표준시험평가 기법 개발 및 절차서 작성
Ÿ  - 운전성능, 조작성능, 임수수행성능, 등

1-5
해양로봇 표준 시험평가 
불확도 평가 기법 개발

Ÿ 시험평가 측정 불확도 수학모델 구축
Ÿ 해양로봇 모델링 측정 불확도 데이터 형식 기준(안) 정립
Ÿ 해양로봇 성능평가 결과를 반영한 측정 불확도 산출 기법 개발
Ÿ 표준시험평가 단위별 측정 불확도 평가 보고서 작성
Ÿ 해양로봇 시험평가 표준 데이터 관리시스템 및 DB 서버 구축
Ÿ 시험평가 측정 불확도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1-6
해양로봇 공인 시험평가 

체계 구축

Ÿ 교정 시험 기반의 공인 시험평가 절차 수립
Ÿ 해양로봇 시험평가 표준(안) 작성
Ÿ 해양로봇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항목 개발
Ÿ 교정된 수조 기반의 KOLAS 인정 시험항목 획득
Ÿ 교정된 실해역 시험장 기반의 공인 시험평가 항목 개발 및 성적서 

발급 절차 수립
Ÿ 해양로봇 공인시험평가 체계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Ÿ 실내 교정수조-실해역 교정시험장 연계 원스톱 시험평가 체계 구축

❙표 2-9-5❙ 세부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핵심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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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시험장 후보

구분 1(안) - 포항 2(안) - 부산 3(안) - 기장

명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심해공학수조 해양로봇센터

관리 주체 한국해양과학기술원-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진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부산시 생곡 경제자유구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사양

Ÿ 3차원 수조
 - L35m×W20m×D9.6m
 - 크레인 : 30톤, 5톤
 - 작업 대차
 - 실내 위치(혠)
 - 수중 위치측정시스템
 - 수중모니터링 창

Ÿ 회류수조
 - L20m×W5m×D6.2m
 - 최대 3.4knot
 - PIV 모니터링 시스템

Ÿ 대형 사각수조
 - 평면면적 100m×50m
 - 수심 15m
 - 조파시스템
 - 조류발생장치
 - 예인전차
 - 바람발생장치

Ÿ Pit
 - 원형 직경 12m
 - 깊이 50m
 - 수심조절장치

Ÿ 3차원 수조
 - L50m×W20m×H10m
 - 조파장치
 - 예인전차

Ÿ 순환수조
 - L35m×W3.5m×H10m
 - Test Section :
  　L22m×W3.5m×D3.0m
 - Current Velocity
 - Max 7knots

❙표 2-9-6❙ 실내 시험장 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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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해역 시험장 후보지

구분
1(안) - 서해

해상풍력플랜트
2(안) - 남해
가두리 양식장

3(안) - 동해
해상과학기지

명칭
서남해 2.5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통영해상과학기지 왕돌초 과학기지

관리 주체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통영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울진군

위치

영광군 서측 해상 경남 통영시 산양읍 울진 동측 해상

입지 조건

Ÿ 수심 : 10~40m
Ÿ 육지거리 : 5~30km
Ÿ 시설 : 풍력발전플랜트, 변전

소 등
Ÿ 용도 : 해상풍력발전
Ÿ 가용면적 : 수 km
Ÿ 해저지형 : 다소 평탄
Ÿ 해저퇴적물 : 육지 쪽은 단단

한 고결점토, 깊은 수심 쪽은 
점성퇴적토

Ÿ 수심 : 내부 0~20m
  - 외해 측으로 70m수준
Ÿ 육지거리 : 1km 미만
Ÿ 시설 : 가두리양식장, 해상과

학기지, 부유식 방파제 등
Ÿ 용도 : 양식, 해양생물 연구 

등
Ÿ 가용면적 : 내부 500m
  - 외해 측으로는 1~2km
Ÿ 해저지형 : 완만한 경사
Ÿ 해저퇴적물 : 점성퇴적토, 유

기퇴적물 등

Ÿ 수심 : 20~100m
Ÿ 육지거리 : 25km
Ÿ 시설 : 현재 등표
 - 향후 과학기지 설치예정
Ÿ 용도 : 현재는 암초
Ÿ 가용면적 : 수 km
Ÿ 해저지형 : 일부 평판, 급경

사 지역 다수 존재
Ÿ 해저퇴적물 : 암반, 자갈질 

모래 등

비고

Ÿ 실증 단지 건설종료
Ÿ 시범 단지 진행 중
Ÿ 확산 단지 계획

Ÿ 발전단지로 기 어업보상 완
료되었지만 어업 민원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

Ÿ KIOST에서 장기활용하여 인
근 어업 민원 최소

Ÿ 해군에서 테스트베드로 활용
을 검토 중

Ÿ 연구개발과제에서 건설 계획 
수립됨

Ÿ 현재는 왕돌초 등표 구조물
만 있음

Ÿ 양식, 어업, 레져낚시 등 다
양한 조업활동 진행 중(어업 
민원 예상)

❙표 2-9-7❙ 실해역 후보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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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방법

1-1. 해양로봇 실내 
교정 수조 시험장 

구축

실내 수조 교정 항목 10 건
실내 수조에 적용된 교정된 측정 항목의 수 

(공인 교정 기록)

시험평가 교정 계측장치 적용 5 건 교정된 계측 장치의 수 (공인 교정 기록)

1-2. 해양로봇 
실해역 시험장 
오픈랩 구축

실해역 시험장 구축  1 건
시험평가 산학연 전문위원회 구성 후 
심의과정을 통한 승인 결과 확인

실해역 시험장 교정 항목 10 건
실해역 시험장에 적용된 교정된 측정 항목의 

수 (공인 교정 기록)

실해역 오픈랩 운영 기간  2 년 자체 보고서

실해역 오픈랩 기술지원 건수 20 건 지원결과 보고서(확인서)

1-3. 시험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전주기 
관리체계 수립

시험평가 측정시스템 개발 건수 10 건
시험평가 산학연 전문위원회 구성 후 

심의과정을 통한 승인된 시험평가 측정항목의 
수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용 DB 서버 구축  1 건 자체 보고서

시험평가 데이터 가시화장치 구축  1 건 자체 보고서

1-4. 해양로봇 표준 
시험평가기법 개발 
및 절차서 작성

부품 기술성능 시험 절차서 15 건
시험평가 산학연 전문위원회 구성 후 

심의과정을 통한 승인된 시험평가 항목의 수

제품 기술성능 시험 절차서 15 건
시험평가 산학연 전문위원회 구성 후 

심의과정을 통한 승인된 시험평가 항목의 수

해양로봇 운용성능 시험 절차서 15 건
시험평가 산학연 전문위원회 구성 후 

심의과정을 통한 승인된 시험평가 항목의 수

1-5. 해양로봇 표준 
시험평가 불확도 
평가 기법 개발

시험별 불확도 측정 모델 30 건 제시된 수학모델의 수

시험별 불확도 측정 보고서 30 건
불확도 측정 보고서의 수
(전문위원회 보고된 항목)

1-6. 해양로봇 공인 
시험평가 체계 구축

해양로봇 시험평가 표준(안)  1 편
시험평가 산학연 전문위원회 구성 후 
심의과정을 통한 승인된 표준(안)의 수

KOLAS 시험 인정 획득 10 건 KOLAS 시험 인정 획득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항목 50 건
표준(안)에 따른 교정된 시험설비에서 수행되는 

시험평가 항목의 수

원스톱 시험평가지원 시스템  5 건
해양로봇 완제품에 대한 실내, 실해역 원스톱 

공인 시험평가패키지 구축 건수

❙표 2-9-8❙ 성과지표(핵심기술 1)

❙그림 2-9-19❙ 기술로드맵(핵심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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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로봇 오픈랩 구축 및  핵심부품 상용화 기술 개발

핵심 기술 세부 기술 기술의 정의

해양로봇 
핵심부품 개발 
및 상용화
(5종 이상 
부품상용화 

지원)

관성항법장치
Ÿ 로봇 등에 장착되어 자기의 위치를 감지하여 목적지까지 유도하기 

위한 장치. 다종의 관성센서와 항법알고리즘이 임베디드화되어 구성
됨

수중카메라
Ÿ 수중의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장치. 영상취득센서와 초점/줌기능/통

신부 등이 임베디드화 되어 구성됨

Pan-Tilt 장치
Ÿ 수중카메라 및 센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장

치. 2축 구동기와 제어기, 통신부 등이 임베디드화 되어 구성됨

추진기
Ÿ 수중이동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장치. 프로펠러 및 구동부, 센서 및 

제어부 등으로 구성됨

수중라이트
Ÿ 어두운 수중에서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발광부와 조도조절제

어부 등으로 구성됨.

수중커넥터
Ÿ 수중 장치 간 전원/통신 등의 연결을 위한 장치. 수밀성, 내압성, 내

부식성 등이 요구되는 부품임

산학연 연계 
테스트베드 
오픈랩 구축

예비사용자 pool 기반 사용자 
요구 수집 및 반영 프로세스 

구축

Ÿ 부품 개념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 예비
사용자 pool을 구축하고 요구사항들을 수집, 반영하는 프로세스 구
축

Ÿ 예비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부품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
는 프로세스 구축

개발자 기능시험 환경 구축
Ÿ 부품의 개발 단계에서 부품의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환경과 시험프로세스를 구축

사용자/개발자 모사필드시험 
환경 구축

Ÿ 실제와 유사한 운용조건에서의 기능성 및 내구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모사필드환경 구축

Ÿ - 실내모사운용시험(수조)
Ÿ - 실외모사운용시험(강/바다)

사용자 체험 시험 프로세스 
구축

Ÿ 수요자에게 부품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시험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구축

- 모사필드시험 환경 이용
- 사용자 응용필드 환경 이용
Ÿ 부품장치에 요구되는 임베디드시스템 기술 지원
Ÿ 부품장치에 요구되는 HW 설계 기술 지원
Ÿ 알고리즘/제어시스템/HW의 시스템 통합 기술 지원
Ÿ 부품 개발 단계에서의 기능시험 및 수조/바다 등 실제와 유사한 운

용조건에서의 부품 기능성/내구성 시험 지원

❙표 2-9-9❙ 기술의 정의(핵심기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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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세부 기술
국내수
준
(%)

세계최
고수준
(%)

확보전략

자체 
개발

기술 
도입

글로벌 
협력

해양로봇 
핵심부품 개발 
및 상용화

관성항법장치 30% 100% ○

수중카메라 50% 100% △ △

Pan-Tilt 장치 50% 100% △ △

추진기 30% 100% ○

수중라이트 50% 100% △ △

수중커넥터 40% 100% ○

산학연 연계 
테스트베드 
오픈랩 구축

예비사용자 pool 기반 사용자 요구 수집 및 반영 
프로세스 구축

40% 70% ○

개발자 기능시험 환경 구축 20% 80% ○

사용자/개발자 모사필드시험 환경 구축 20% 75% ○

사용자 체험 시험 프로세스 구축 20% 60% ○

❙표 2-9-10❙ 내역사업 기술 확보 전략(핵심기술 2)

핵심개발 기술 세부 연구내용

2-1
해양로봇 핵심부품 개발 및 

상용화

Ÿ 해양 로봇의 근간이 되는 핵심부품 6종에 대한 기반 기술 및 상용
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핵심부품 해외의존도 탈피 및 국내 해양로
봇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

Ÿ 상용화 대상 해양로봇 핵심부품
 - 관성항법장치
 - 수중카메라
 - 팬틸트장치
 - 추진기
 - 수중라이트
 - 수중커넥터

2-2
산학연 연계 테스트베드 

오픈랩 구축

Ÿ 해양 로봇 핵심부품의 개발에 요구되는 시험 인프라 및 전문가/사용
자 연계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핵심부품의 성공적 개발 및 상용
화 지원 시스템 구축

 - 전문가/사용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운영 프로세스 
마련

 - 중소기업 핵심부품 개발 기술 지원
 - 필드 시험 기반 상용화 기술 개발 중심 지원
 - 부품 개발 관련 중소기업 요청 기술 지원

❙표 2-9-11❙ 세부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핵심기술 2)



- 410 -

핵심기술 최종 성과물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방법

해양로봇 
핵심부품 개발 
및 상용화

관성항법장치

헤딩정확도(1σ,관성항법) <1.0°․sec(LAT)

시험성적서
헤딩정확도(1σ,GPS복합) <0.2°․sec(LAT)

롤/피치 정확도(1σ) <0.1°

자이로 반복도(1σ) <0.25°/hr

수중카메라
내압수심성능 6,000m

시험성적서
해상도 UHD

Pan-Tilt 장치

내압수심성능 6,000m

시험성적서모션범위 180deg

가반하중 20kg

추진기
내압수심성능 600m

시험성적서
추진력 15kgf

수중라이트
내압수심성능 3,000m

시험성적서
수중 밝기 7,300lm

수중커넥터
내압수심성능 6,900m

시험성적서
절연저항 5Gohm/DC500V

산학연 연계 
테스트베드 
오픈랩 구축

예비사용자/전문가 
Pool구축

사용자/전문가 Pool 인원 20명 참여동의서

사용자/전문가 활용프로세스 
구축(의견수렴/체험시험)

2건
사용자/전문가 활용 

절차서

개발자 기능시험 환경 
구축

기능시험장비 구축 건수 5건 기능시험장비 실물

기능시험장비 활용 절차서 구축 5건 기능시험 절차서

모사필드시험 환경 
구축

수조/자연환경(강 또는 바다)를 
활용한 모사필드시험 환경 구축

2건 모사필드시험 절차서

❙표 2-9-12❙ 성과지표(핵심기술 2)

❙그림 2-9-20❙ 기술로드맵(핵심기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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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목표 및 추진체계

Ÿ (해양장비 인증제도 선점) 세계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해양로봇, 해양기기·장비 등에 대한 기

술인증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해양신산업 특화기술의 사업화·기술거래 촉진을 통해 미래 

해양시장 선점

Ÿ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구축) 연구개발과 신사업 창출, 양질의 일자리 확보의 해양장비 선순환

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의 결과를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Ÿ (지속가능한 시장창출) 인증체계 확립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들은 지속적인 유지관리, 교정이 

요구되며, 관련 중소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생태

계 육성 기대

Ÿ (기술 자립화) 해양장비의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통해 ROV, AUV, 글라이더와 같은 상용 

수중로봇의 시장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잠수함이나 MDV(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와 같은 

군수용 장비와 해양플랜트 시장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 가능

❙그림 2-9-21❙ 성과목표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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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22❙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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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타당성 분석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차별성

Ÿ 국내 해양로봇·기장비 상용화 기술 분야의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개방형 협력시설은 없음. 예비설계, 기술 검증 등 실해역 시험·실증장을 포함한 실용화 협의

체 구축이 요구됨 

- 해양장비의 시험평가를 위한 인프라(수조) 구축 과제가 있었지만, 표준화와 공인 시험평가 기

술 개발 및 인증체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며, 기 구축된 시험평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체계 구축 달성이 요구됨

○ 사업계획의 적절성

Ÿ 기술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제고

- 현장의 사업계획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관 관련 단체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

요조사를 실시(597명 중 122명 회수, 회수율 20.4%)

*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응답비율이 13%, 24%, 49%, 14%로 나타남

Ÿ 정부주도의 적절성

- 미래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원천기술개발은 장기적 구조로, 단기간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분야

에 집중되는 민간투자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Ÿ 기능 및 임무, 사업목표와 세부활동의 논리적 연계, 세부활동의 구체성과 성과지표, 세부 활동 

구성 및 연계성,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목표·구성·내용의 적절성 확보

○ 정부지원의 필요성(재원조달가능성)

Ÿ 해양기술의 R&D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 사업화 촉진, 국가승인기술인증제 등의 공인기관으로

서의 기능과 역할을 포함할 수 있어 정부 지원 필요성이 존재 

-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취약한 민간 부분의 R&D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면 민간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

Ÿ 4차 산업혁명 등 ICT융합기술이 주도할 미래 환경여건 변화 대응에 부합하는 수중로봇개발, 

수중 기장비 개발 등의 해양수산 R&D 중점기술 분야에 있어 산업화 지원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 촉진 가능

□ 정책적 타당성 분석 

Ÿ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해양수산발전기본법」근거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서는 표준‧인증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제시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기술 혁신형 창업‧벤처 활성화 과제와 제1차 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18~’22)의 해양수산 기업혁신 및 창업지원 확대에 부합

Ÿ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년), 해양수산 R&D 발전전략(‘13)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실증

시설(실해역 Test-Bed)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주도의 R&D 기술검증 및 실용화 연계 촉

진 계획과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의 창조형 해양수산산업 육성계획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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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 추정) 해양로봇 리빙랩 구축 사업의 총 사업비는 34,200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22년~’26년까지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등)는 연간 1,232백만원으로 나타남 

- (편익 추정) 해양로봇 리빙랩의 이용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에 2019년 관련 기업 총 

매출액과 부가가치율을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곱하여 해양로봇리빙랩 구축 사업으로 인한 부가

가치 증대 편익을 산정하였으며, 해양로봇리빙랩 구축 사업 완료 후인 ‘27년부터 30년간 매

년 3,826백만원의 편익이 발생

해양로봇 리빙랩 이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증대 편익 

   = (해양로봇 리빙랩 이용시 발생하는 매출액 증가분 – 해양로봇 리빙랩 미이용시 발생하는 매출액 

증가분) × 2019년 총 매출액  × 산업별 부가가치율

Ÿ (경제성 분석 결과) 해양로봇리빙랩 구축 사업의 총 사업비의 현재가치는 41,881백만원, 편익

의 현재가치는 4,5795백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순현재가치는 3,915백만원, 편익/비용 비율 

1.09, IRR은 5.53%로 모든 지표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현재가치 합계(단위: 백만원) 순현재가치

(단위: 백만원)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편익 비용

값 45,795 41,881 3,915  1.09 5.53%

❙표 2-9-13❙ 경제성 분석 결과

Ÿ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해양로봇리빙랩 구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를 구하게 되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구성되며, 파급효과의 범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3가지를 분석

*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발표한 2018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되, 33부문 통합대분류 방식에 근거 381부문(기본부

문)을 통합하고, 해양로봇 리빙랩 구축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총 34부문을 대상으로 분석

- 해양로봇 리빙랩 구축 사업의 총 사업비 34,200백만원의 투자로 인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50,880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5,070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300명에 달하는 것으

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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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23❙ 사업타당성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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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장영실호 운영체계

□ 장영실호는 과제제안요청서(RFP)와 연구개발계획서에 ‘장영실호’ 자체 운영자립화*를 기본운영

(안)으로 수립함에 따라 시험평가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안) 마련 필요

* 정부의 인력 및 예산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  국내 선박관리 전문회사를 통한 위탁 운영

Ÿ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정부지원금 없이 자립운영

Ÿ  장영실호의 소유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선주의 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선체용선계약으로 추진함

○ 운영조건

Ÿ 용선기간 : 5년

Ÿ  용선조건 : 선박의 관리 및 수익·비용을 용선사업자가 전액 부담

Ÿ 용선의 대가** : 현물(용선조건에 따라 42억원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박운항일수 우선 배정과 용선료 감면 적용

 · 선박운항일수 : 최대 140일 우선 배정

 · 용선료 : 3,000천만원/일 이하

 *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의무적으로 140일 사용을 담보하지 않음

○ 운영조건 산출 기준

Ÿ 2020년 운영방안에 대한 외부 기획용역을 통한 기본 방향 설정 : ‘해양장비 실해역 성능검증

을 위한 시험평가선박 BM 수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별첨 8)

Ÿ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운항일수 우선 배정 조건(140일)

- 2019년 KIOST 연구선 운항기록을 기준으로 산정

- 국내에서 주로 활용하는 온누리호(1,422톤급)를 기준으로 하고, 온누리호의 2019년 R&D와 주

요사업에 투입된 일수가 140일이고 이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참조함

- 장영실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일수를 140일로 하고, 그 외의 일정을 이동, 점검, 수리 그

리고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구성함. 추정 연간 운항가능일수 250일의 56%임

* 이사부호, 사업투입 188일, 이동, 점검, 수리 등으로 121일을 운항(총 309일)

* 온누리호, 사업투입 158일, 이동, 점검, 수리 등으로 41일을 운항(총 199일)

* 이어도호, 사업투입 193, 운영 15일(총 208일)

Ÿ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용선료 감면 조건

- 유사 규모의 민간선박 용선료를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감면 조건 산정(용선료는 시기에 따

라 변동 폭이 매우 큼)

 * 2020년  BM수립 보고서(마이윌, 별첨 8) 참조

 * 2018년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용선료 산정기준 : 8천만원/일



- 417 -

(2021년 기준)

구분 용선료 (단위:천원)

기업 60,000

공공기관 45,000

국가연구개발사업 30,000

* 30일 이상은 추가할인(월단위계약) 추가고려

- 선체용선계약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용선에서 용선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

은 시장변동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대해 최대 용선료로 [3,000만

원/일]만 명기함

□ 장영실호 선체용선계약 조건

○ 별첨 9 :‘장영실호 선체용선계약서’의 제10조 용선의 대가 참조

제10조  용선의 대가

(a) 용선의 대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운항일수 우선 배정과 용선료의 감면으로 한다.

(b) 차 년도 용선계획 수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활용할 본선 용선의 수요조사를 수행하여 최대 140일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단,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의무적으로 140일 사용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용

선자는 전년도 9월에서 11월 중순에 수요조사를 수행하며, 11월말까지 조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수요조사

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공고와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과 유관 학회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수요조사에서 중복된 일정에 대한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하고, 다음으로 선

주사를 우선 배정하며, 마지막으로 강제 조정 필요시 위원회(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선주

사, 용선자)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c)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일(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용선료를 적용하여야 한

다. 여기에는 연료유를 포함한 일체의 유류비를 포함한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하더라도 국외용

선의 경우에는 연료유 등 유류비에 대해 활용자에게 실비를 별도 부과할 수 있다.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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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 시험평가선(장영실호) 구축 완료 및 실해역 운용 실적 확보

(1) 3,000톤급 시험평가선 (R/V 장영실호) 실해역 운항 시험

 - 목적 : 선박의 성능 검증과 개조항목, 탑재장비, 센서 운용을 통한 연구 성과 확인

 - 기간 : 2021년 08월 11일 ~ 2021년 09월 05일

 - 실시 해역 : 부산 – 통영 – 진도 – 여수 – 포항 인근해상

(2)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의 실해역 실증

 - 목적 : 수중건설 로봇 URI-T 실증을 위한 지원선박의 역할과 성능 확인 

 - 1차 : 2021년 10월 08일 ~ 2021년 10월 13일(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 동해 연안), URI-T

 - 2차 : 2021년 10월 14일 ~ 2021년 10월 22일(울릉도 인근 해상), UR-L

 - 3차 : 2021년 10월 14일 ~ 2021년 10월 22일(통영 욕지도), U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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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1)

1)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해양장비 실해역 시험평가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선박 개조와 실해역 운용 시험
○ 시험평가 장비설치 및 시스템통합, 시험장비 운영기술 개발, 시험평가제도 기반 구축 
○ 산업체 수요에 대한 지원 및 국가R&D성과물에 대한 지원 방안 도출 등 시험평가선 활

용계획 및 운용자립화 방안 수립

전체 내용

○ 시험평가선 시스템 설계 및 건조
○ 수중로봇의 다양한 시험평가가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
 - 50톤 중량의 ROV를 sea state 4조건에서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 시험평가선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 시험평가 운용기술 개발
○ 시험평가선 운영 추진체계 구축
○ 시험평가선 활용 및 운용 자립화 방안 수립

○ 3,000톤급 해양장비 시험평가선 장영실호 구축

- 기본설계, 장비도입심의

- 입찰을 통한 중고선박 구매(Posh Kitiwake)

- 장영실호 개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험운항을 통한 성능검증

○ SWL60톤 규모의 진회수시스템 구축완료 및 시험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

- SWL60톤 A 프레임 탑재

- SWL5톤 너클붐 데크크레인 탑재

- AHC Umbilical winch 탑재

○ 시험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센서/랩/서버) 구축

- 모니터링 랩 설치

- 항법센서, 모니터링 센서 설치 및 데이터 관리 서버 구축

○ 시험평가 체계(안) 개발 및 표준절차서(안) 수립

- 해양장비 시험평가 체계(안)- 총괄표 도출

- 해양장비 시험평가 절차서 표준(안) 작성(4건)

- 해양장비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

○ 장영실호 운용 자립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완료 및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선체용선계약 완료

- BM모델 구축 보고서 작성

- 선체용선계약을 통한 장영실호 운영 자립화(2021. 6월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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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 혁신법 적용 전 연구계획서에서는 해당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달성한 실적으로 표기함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18~21) -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논문(SCIE/비SCIE) 4 / 4 4 / 4 10

특허(출원/등록) 3 / 1 3 / 1 20

보고서원문 4 4 20

연구시설ㆍ장비 1 1 50

기술요약정보 - - -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 - -

소프트웨어 - - -

표준 - - -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 - -

화합물 - - -

신품종 - - -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 - - -

- - - -

계 100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최종목표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100% 10 연차별 공정률 지표 설정
전체공정 대비 

달성공정

Dynamic position
DP2

SKP(95, 95, 85, 75, 
5, East Sea)

20
Sea state 4조건에서 장비 

시험평가 가능 조건
실측자료 
(성적서)

A 프레임/LARS 
용량

50톤 이상 10
수중건설로봇사업단 개발 장비 

기준
실측자료
(load test)

Active heave 
compensator

reduction factor
0.9

10
Sea state 4조건에서 장비 

시험평가 가능 조건
실측자료

선급승인 승인획득 10 설계, 제조검사, 시운전 등 승인서류

시험평가운영시스템 시스템 개발 10
선박제어, 시험평가 대상 로봇의 
운용기술, 시험평가 절차의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운영시스템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수중장비 위치추정 
및 복합항법시스템

2m/km 10
복합항법으로 USBL 동등성능의 

정밀도 확보
실측자료

시험평가 절차서 절차서, 매뉴얼 작성 5
운용 매뉴얼, 진수인양절차서, 
정비 매뉴얼 등 시험평가·인증 

운용기술 확보
제출문서 확인

시험평가 통합관측 
및 자료 구축시스템

시스템 구축 5
시험평가과정을 공중, 수상, 

수중에서 통합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기술

시스템 H/W

시험평가 운용 실적 3건 10
해양R&D성과물의 실해역 

시험평가 수행
실적

1차년도
(2018년)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5% 10 연차별 공정률 지표 설정
전체공정 대비 

달성공정

활용계획 및 운용 
자립화 방안 수립

보고서 1건 30
시험평가선 및 지원센터의 
자립화 추진체계 합리성

제출문서 확인

경제성·활용성 
분석 결과

보고서 1건 20
향후 활용방안에 따른 경제성 

분석
제출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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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선 
성능평가보고서

보고서 1건 10
구매대상선박의 시험평가선 

활용을 위한 성능평가
제출문서 확인

시험평가선 개조 
기본 설계

도면 1건 10 선박 개조 도면의 완성도 확인 제출문서 확인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시험평가운영시스템 
체계 구축

보고서 1건 10 시험평가체계의 우수성 확인 제출문서 확인

광학영상 선명도 기존영상대비 30% 10
최신 광학영상 처리기법 

성능지표 참조

거리기반 PSNR 
비교(PSNRnew/ 
PSNRold>1.3)

2차년도
(2019년)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50% 55 연차별 공정률 지표 설정
전체공정 대비
달성 공정율

선박 개조 설계 
도면

1set 30 선박 개조 도면의 완성도 제출문서 확인

선급승인 승인획득 5 설계도면 인증 승인서류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소나영상대조도 기존소나대비 15% 5
 정확한 소나영상 판독을 도울 

수 있는 성능지표 설정

거리기반 CNR 
비교

(CNRnew/CNRold
>1.15)

HD영상전송거리,
제어정보 전송지연

10km, 10ms 5
현재 해양 광대역 이동통신 최대 
전송거리 및 최소 제어정보 전송 

지연 기술 동등 수준
실측자료

3차년도
(2020년)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75% 40 연차별 공정률 지표 설정
전체공정 대비 

달성공정

구조설계 공인 선급승인 획득 10 개조도면에 대한 선급 인증 선급인증결과

개조시공 
누적공정률

47% 25 개조시공에 대한 공정률 기준
12월말 기준
(개조용역 

공정률 기준)

개조선박 안정성 
평가

개별항목
안정성 확보

5
개조선박 내항성, 복원력, 진회수 

동적 구조 안정성 평가결과
검토보고서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광학/소나 융합영상 
강화

기존 영상의 노이즈 
대비 시그널 비율 

50% 향상
5

개발 영상처리기법의 최적화 
목표로 설정

PSNRnew/PSNRol
d>1.5

CNRnew/CNRold>
1.3

영상강화처리 
지연시간

500 msec 5
영상처리로 인한 지연시간으로 
사용자 조정성능 확보기준

실측자료

HD영상정송거리,
제어정보 전송지연

15km, 8ms 10
해양 광대역 이동통신 최대 

전송거리 50% 향상, 제어정보 
전송 지연 25% 향상

실측자료

4차년도
(2021년)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100% 25 연차별 공정률 지표 설정
전체공정 대비 

달성공정

Dynamic position
DP2

SKP(95, 95, 85, 75, 
5, East Sea)

5
Sea state 4조건에서 장비 

시험평가 가능 조건
실측자료 
(성적서)

A 프레임/LARS 
용량

50톤 이상 5
수중건설로봇사업단 개발 장비 

기준
실측자료
(load test)

Active heave 
compensator

reduction factor
0.9

5
Sea state 4조건에서 장비 

시험평가 가능 조건
실측자료

시험평가운영시스템 시스템 개발 10
선박제어, 시험평가 대상 로봇의 
운용기술, 시험평가 절차의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운영시스템

시험평가 절차서 절차서, 매뉴얼 작성 20
운용 매뉴얼, 진수인양절차서, 
정비 매뉴얼 등 시험평가·인증 

운용기술 확보
제출문서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수중장비 위치추정 
및 복합항법시스템

2m/km 5
복합항법으로 USBL 동등성능의 

정밀도 확보
실측자료

HD영상정송거리,
제어정보 전송지연

20km, 5ms 5
해양 광대역 이동통신 최대 

전송거리 100% 향상, 제어정보 
전송 지연 50% 향상

실측자료

시험평가 통합관측 
및 자료 구축시스템

시스템 구축 10
시험평가과정을 공중, 수상, 

수중에서 통합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기술

시스템 H/W

시험평가 운용 실적 2건 10
해양R&D성과물의 실해역 

시험평가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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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해당시 작성)

* 혁신법 적용 후 지표체계이므로, 연구계획서에서는 해당내용이 없음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최종보고서 제출시 등록 및 기탁 증빙 제출



- 426 -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최종목표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100% 10
연차별 공정률 지표 

설정
전체공정 대비 

달성공정
100%

Dynamic position
DP2

SKP(95, 95, 85, 75, 
5, East Sea)

20
Sea state 4조건에서 
장비 시험평가 가능 

조건
실측자료 (성적서)

DP2
SKP(99,99,92,

75)

A 프레임/LARS 
용량

50톤 이상 10
수중건설로봇사업단 
개발 장비 기준

실측자료
(load test)

SWL60톤

Active heave 
compensator

reduction factor
0.9

10
Sea state 4조건에서 
장비 시험평가 가능 

조건
실측자료 0.92

선급승인 승인획득 10
설계, 제조검사, 

시운전 등
승인서류 KR/Lloyd

시험평가운영시스
템

시스템 개발 10

선박제어, 시험평가 
대상 로봇의 

운용기술, 시험평가 
절차의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운영시스템
시스템 구축 

및 3자 
입회검증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수중장비 
위치추정 및 

복합항법시스템

2m/km
(0.20%)

10
복합항법으로 USBL 
동등성능의 정밀도 

확보
실측자료

0.151m/39.2m
(0.39%)

시험평가 절차서
절차서, 매뉴얼 

작성
5

운용 매뉴얼, 
진수인양절차서, 정비 

매뉴얼 등 
시험평가·인증 
운용기술 확보

제출문서 확인
보고서
(절차서)

시험평가 
통합관측 및 자료 

구축시스템
시스템 구축 5

시험평가과정을 공중, 
수상, 수중에서 

통합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기술

시스템 H/W
모니터링
시스템
1set

시험평가 운용 
실적

3건 10
해양R&D성과물의 
실해역 시험평가 

수행
실적 3건

1차년도
(2018년)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5% 10
연차별 공정률 지표 

설정
전체공정 대비 

달성공정
5%

활용계획 및 운용 
자립화 방안 수립

보고서 1건 30
시험평가선 및 

지원센터의 자립화 
추진체계 합리성

제출문서 확인 1건

경제성·활용성 
분석 결과

보고서 1건 20
향후 활용방안에 
따른 경제성 분석

제출문서 확인 1건

시험평가선 
성능평가보고서

보고서 1건 10
구매대상선박의 

시험평가선 활용을 
위한 성능평가

제출문서 확인 1건

시험평가선 개조 
기본 설계

도면 1건 10
선박 개조 도면의 

완성도 확인
제출문서 확인 1건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시험평가운영시스
템 체계 구축

보고서 1건 10
시험평가체계의 
우수성 확인

제출문서 확인 1건

광학영상 선명도 기존영상대비 30% 10
최신 광학영상 

처리기법 성능지표 
참조

거리기반 PSNR 
비교(PSNRnew/ 
PSNRold>1.3)

300%

2차년도
(2019년)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50% 55
연차별 공정률 지표 

설정
전체공정 대비
달성 공정율

50%

선박 개조 설계 
도면

1set 30
선박 개조 도면의 

완성도
제출문서 확인

기본설계
4set

선급승인 승인획득 5 설계도면 인증 승인서류 미달성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소나영상대조도 기존소나대비 15% 5
 정확한 소나영상 

판독을 도울 수 있는 
성능지표 설정

거리기반 CNR 비교
(CNRnew/CNRold>1.15)

80%향상
CNRnew/ 
CNRol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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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영상전송거리,
제어정보 
전송지연

10km, 10ms 5

현재 해양 광대역 
이동통신 최대 

전송거리 및 최소 
제어정보 전송 지연 
기술 동등 수준

실측자료 10km, 7ms

3차년도
(2020년)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75% 40
연차별 공정률 지표 

설정
전체공정 대비 

달성공정
73.2%

(11월말 기준)

구조설계 공인 선급승인 획득 10
개조도면에 대한 

선급 인증
선급인증결과

31%
(42항목 중 

13)
(11월말 기준)

개조시공 
누적공정률

47% 25
개조시공에 대한 
공정률 기준

12월말 기준
(개조용역 공정률 

기준)

46.4%
(11월말 기준)

개조선박 안정성 
평가

개별항목
안정성 확보

5

개조선박 내항성, 
복원력, 진회수 동적 

구조 안정성 
평가결과

검토보고서
복원력 

내항성 검토 
완료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광학/소나 
융합영상 강화

기존 영상의 
노이즈 대비 

시그널 비율 50% 
향상

5
개발 영상처리기법의 
최적화 목표로 설정

PSNRnew/PSNRold>1.5
CNRnew/CNRold>1.3

1.7
1.5

영상강화처리 
지연시간

500 msec 5
영상처리로 인한 

지연시간으로 사용자 
조정성능 확보기준

실측자료 460.8 msec

HD영상정송거리,
제어정보 
전송지연

15km, 8ms 10

해양 광대역 
이동통신 최대 

전송거리 50% 향상, 
제어정보 전송 지연 

25% 향상

실측자료
23.5km, 
7.82ms

4차년도
(2021년)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100% 25
연차별 공정률 지표 

설정
전체공정 대비 

달성공정
100%

Dynamic position
DP2

SKP(95, 95, 85, 75, 
5, East Sea)

5
Sea state 4조건에서 
장비 시험평가 가능 

조건
실측자료 (성적서)

DP2
SKP(99,99,92,

75)

A 프레임/LARS 
용량

50톤 이상 5
수중건설로봇사업단 
개발 장비 기준

실측자료
(load test)

SWL60톤

Active heave 
compensator

reduction factor
0.9

5
Sea state 4조건에서 
장비 시험평가 가능 

조건
실측자료 0.92

시험평가운영시스
템

시스템 개발 10

선박제어, 시험평가 
대상 로봇의 

운용기술, 시험평가 
절차의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운영시스템
시스템 구축 

및 3자 
입회검증

시험평가 절차서
절차서, 매뉴얼 

작성
20

운용 매뉴얼, 
진수인양절차서, 정비 

매뉴얼 등 
시험평가·인증 
운용기술 확보

제출문서
보고서
(절차서)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수중장비 
위치추정 및 

복합항법시스템
2m/km 5

복합항법으로 USBL 
동등성능의 정밀도 

확보
실측자료

0.151m/39.2m
0.39%

HD영상정송거리,
제어정보 
전송지연

20km, 5ms 5

해양 광대역 
이동통신 최대 

전송거리 100% 향상, 
제어정보 전송 지연 

50% 향상

실측자료
20km, 4ms

(3자입회시험)

시험평가 
통합관측 및 자료 

구축시스템
시스템 구축 10

시험평가과정을 공중, 
수상, 수중에서 

통합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기술

시스템 H/W
모니터링 
시스템
1set

시험평가 운용 
실적

2건 10
해양R&D성과물의 
실해역 시험평가 

수행
실적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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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성과지표별 달성도

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달성치 가중치 점수

시험평가선 건조 
공정률

100%
전체공정 대비 

달성공정
100% 10 10

결과 및 증빙

Ÿ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PERT에 의거, 선박의 도입을 전체공정률 대비 50%, 개조공정을 50%로 설정하였으며, 도입과 개조공정
이 모두 100%에 도달하였음 (1차년도 5%, 2차년도 50%, 3차년도 73.2%, 4차년도 100% 달성)

Ÿ 개조용역의 공정율은 다음과 같이 2021년 6월말기준으로 100%에 도달함

[공정 진행 현황(2021년 6월 감리보고서 기준)]

[최종 공정표(개조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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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달성치 가중치 배점

Dynamic position
DP2

SKP(95, 95, 85, 75, 
5, East Sea)

실측자료 (성적서) SKP(99,99,92,75) 20 20

결과 및 증빙

Ÿ SKP (Station Keeping Performance) test

Ÿ DP모드시 전체 스러스터의 운전, 스러스터 일부 파손(최소영향,최대영향), 스러스터 최악의 파손 상황을 가정하여 선박 위치 제
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No. 조류속도 작동 스러스터 테스트 상황 기준 SKP(%) 결과 SKP(%)

1 1.2 KTS T1, T2, T3, T4 최적 DP 운용상태 95 99

2 1.2 KTS T1, T2, T4 최소영향, 스러스터 1개 작동 불가 95 99

3 1.2 KTS T2, T3, T4 최대영향, 스러스터 1개 작동 불가 85 92

4 1.2 KTS T2,T4 최악의 상황, 스러스터 2개 작동불가 75 75

테스트 No.1 테스트 No.2

테스트 No.3 테스트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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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달성치 가중치 점수

A 프레임/LARS 
용량

50톤 이상
실측자료
(load test)

SWL60톤 10 10

결과 및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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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달성치 가중치 점수

Active heave 
compensator

reduction factor
0.9

실측자료 0.92 10 10

결과 및 증빙

Ÿ 윈치 제작사 : EVOTEC (Norway)

Ÿ 장비 납품 완료 후 S.I.T를 통해 Umbilical winch의 AHC 성능을 Test 하였으며, AHC mode 시 120m/min의 정상 속도가 나오는 것
을 확인함 

Ÿ AHC mode test 중 기능의 작동상태는 최대 92%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함(0.92)
* 장착된 AHC기능을 92%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임

[최대 92% 달성]

[참고]
Ÿ Umbilical winch 조작은 Scantrol 사의 mTrack+ Controller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요 특징은 하기와 같음 
Ÿ AHC mode 동작시 AHC 기능의 작동상태는 Controll monitor 상단에 수치로 표기되며, 해상 상태에 따라 100%까지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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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달성치 가중치 점수

선급승인 승인획득 승인서류 KR/Lloyd 10 10

결과 및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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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달성치 가중치 점수

시험평가 
운영시스템

시스템 개발 운영시스템
시스템 구축 및 
3자 입회 검증

10 10

결과 및 증빙

□ 시험평가운영시스템으로서 모니터링 랩(H/W), 서버/클라이언트 프로그램(S/W)을 구축함

 

[모니터링 랩 내부에 구축된 H/W 리스트]

연번 구성 모델명 수량

1 서버 PC1 HP Z2 TWR G4 WKS 1

2 서버 PC2 HP Z2 TWR G4 WKS 1

3 보조 PC1 HP 280 Pro G6 1

4 보조 PC2 HP 280 Pro G6 1

5 해양장비 3D 모니터링용 PC HP Z4 G4 WKS 1

6 65“ 모니터 Samsung KQ65QA60AFXKR 2

7 27“ 모니터 LG 24EA430V 4

8 서버룸 Wi-Fi 공유기 ASUS 1

9 프린터 Samsung 1

10 USBL PC 1

11 GNSS 리시버 1

12 PPS 분배기 rts PPS Distribution Panel 1

13 CCTV DVR 1

14 ADCP용 PC 1

15 Network 스위치 Cisco SG220-26 1

16 Network 스위치 Netgear JGS524 1

17 접이식 모니터 Aten CL3116NX 1

18 저장장치 Qsan XN5008R 1

19 UPS Secom SR Series 10KV RM형 1

20 랙 자체제작 2

□ 3자 입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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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달성치 가중치 점수

수중장비 위치추정 
및 복합항법시스템

2m/km
(0.20%)

실측자료
0.151m/39.2m

(0.39%)
10 5.1

결과 및 증빙

□ 수중위치추정 실해역 성능 시험

 - 평가 방법 : 

수중구조물에 2개의 트랜스폰더 부착 (이격 거리 : 9.26m)

실해역 시험을 통한 트랜스폰더 위치 측정

측정된 위치값 필터링 및 평균 거리 오차 계산

<2개 트랜스폰더(이격 거리 : 9.26m)가 부착된 수중 구조물>

- 결과 분석 : 

측정 위치값 필터(칼만) 적용

측정 거리(평균) 산출 : 9.109m

트랜스폰더 위치(X-Y 좌표) 필터 처리된 위치(X-Y-Z좌표)

- 성과 산출 : 

거리 오차 : 0.151m(평균)

측정 수심 : 39.2m(평균) 

달성치 : 0.151m/39.2m(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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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달성치 가중치 점수

시험평가 절차서
절차서, 매뉴얼 

작성
제출문서 확인 보고서 5 5

결과 및 증빙

□ 시험평가 절차서 개발

 

[해양장비 시험평가 총괄표]

수심정확도 시험평가 절차서

 

수심유지 시험평가 절차서

위험수심 시험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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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달성치 가중치 점수

시험평가 통합관측 
및 자료 

구축시스템
시스템 구축 시스템 H/W

모니터링 시스템 
1set

5 5

결과 및 증빙

□ 시험평가 통합관측 및 자료 구축시스템을 구성함.

 - 장영실호에 시험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용 센서 체계를 구축

[장영실호에 설치된 모니터링용 센서 부착 위치]

장영실호에 설치된 모니터링용 센서

연번 구성 모델명 수량

1 USBL Kongsberg HiPAP 1

2 AHRS iXBlue Hydrins 1

3 SVP AML Minos-X 1

4 ADCP Teledyne Pinnacle45 1

5 GNSS Trimble MPS865 1

6 PPS distributor RTS PPS Distribution 1

7 Wave radar RS Aqua Wave radar Rex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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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달성치 가중치 점수

시험평가 운용 
실적

3건
실적

(3자 입회시험)
3건 10 10

결과 및 증빙

□ 시험평가 절차서 3건에 대해 실해역 실적을 확보함

 - 시험항목 : 수심정확도, 위험심수, 수심유지

 - 기준 수심센서 : KOLAS 인증을 받은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제작

 - 3자 입회시험 : 3종 운영에 대하여 3자 입회를 통해 객관적 결과도출이 가능함을 확인함.

□ 시험절차서

(a) 수심정확도 (b) 위험수심 (c) 수심유지

[3자 입회시험을 위해 작성된 시험절차서 3종]

□ 3자 입회시험

[수심정확도 입회시험] [위험수심 입회시험] [수심유지 입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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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차년도) 주요 성과지표별 달성도

* 최종 성과목표에는 없는 연차별 주요 성과목표 항목

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달성치

광학영상 선명도 기존영상대비 30%
거리기반 PSNR 비교
(PSNRnew/ PSNRold>1.3)

300%

결과 및 증빙

ㅇ 개발된 영상융합기반 광학영상 선명도 강화기술의 성능을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을 통해 평가하

기 위하여 아래 그림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중영상을 만들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정량적 성능평가

를 수행함.

  log  log




    

ㅇ 실제 촬영한 광학영상의 경우, 저하되기 전 원래 영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pSNR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개선

된 영상의 colorfulness, sharpness와 contrast를 수치화하여 선형적으로 합한 UIQM (underwater image quality 

measure)으로 정량적 성능평가를 수행함.

  × × ×

ㅇ 8가지 다양한 수중환경에서 촬영한 영상의 선명도 강화기술 적용 전후 UIQM을 측정하여 아래 표와 같은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측정함. 기존영상대비 1.3배의 pSNR과 평균적으로 3배의 UIQM이 강화된 선명도를 얻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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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달성치

소나영상대조도 기존소나대비 15%
거리기반 CNR 비교
(CNRnew/CNRold>1.15)

80%향상
CNRnew/ CNRold=1.8

결과 및 증빙

ㅇ Median 잡음제거 필터와 gamma correction 대조도 향상 방법을 적용하여 신호와 배경에 해당하는 화소를 

추출하는 ROI (region of interest) 기반 CNR (contrast-to-noise ratio)를 통해 정량적 성능평가를 수행함.

   

  

(1) Median 필터: 커널 내 화소값을 오름차순으로 배열

시킨 후 중간값으로 대체하는 필터

(2) Gamma correction : 입력 소나영상의 최소 및 최대값

을 파라미터 γ에 따라 변환.

 × 
 



ㅇ KIO-가온 ROV로 수중촬영한 울릉도 취수관의 광학 및 소나 영상을 수중촬영하고 각 영상의 잡음 및 대조

도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함.

ㅇ 울릉도 취수관 수중소나영상 (732x1581 해상도)에 median (5x5 커널) 필터와 gamma correction (γ=0.3)을 적

용하였을 때 시간은 37 msec 걸렸고 CNR은 1.1로 적용전후 CNR이 1.8배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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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달성치

광학/소나 융합영상 강화

기존 영상의 노이즈 대비 
시그널 비율 50% 향상

PSNRnew/PSNRold>1.5
CNRnew/CNRold>1.3

1.7
1.5

영상강화처리 지연시간 500 msec 460.8 msec 

결과 및 증빙

ㅇ광학영상 강화를 위하여 수중영상과 깨끗한 영상을 훈련데이터로 사용하여 생성기와 판별기 네트워크를 경

쟁적으로 훈련시켜 수중영상으로부터 개선된 영상을 생성하는 UGAN 딥러닝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강화전

후 pSNR 비율 1.5배 이상의 성능지표를 달성함.

ㅇ소나영상 강화를 위하여 잡음제거와 대조도 강화기술인 median (10x10 커널)과 gamma correction (γ=0.2)을 

적용하였으며 듀얼주파수를 제공하는 Blueview M900-2250-130의 900 kHz (477x899)와 2250 kHz (1228x2282) 

소나영상에 대해 각각 강화시간 42.5와 96.9 msec를, CNR은 강화전후 1.8배와 1.3배 증가함.

ㅇ계산된 기하학 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광학영상 내 관심영역을 절대좌표계와 소나 좌표계로 차례로 변환하여 

소나영상 위에 광학영상을 정합하고 소나영상에서 측정한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관심영역의 

point clouds를 추출하여 3차원 표면 모델을 생성함. (정합과 point clouds 계산시간: 460.8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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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달성치

HD영상정송거리,
제어정보 전송지연

20km, 5ms 실측자료 20km, 4ms

결과 및 증빙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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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1

Hierarchical 
Maritime 
Radio 

Networks for 
Internet of 
Maritime 
Things

IEEE 
Access

송유재 7 미국 IEEE SCIE 2019.04 2169-3536 50%

2

U-Ne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for 
Deep Red 

Tide Learning 
Using GOCI

JOURNAL 
OF 

COASTAL 
RESEARCH

김수미 90 미국

COASTAL 
EDUCATION 
& RESEARCH 
FOUNDATION

SCIE 2019.09 0749-0208 30%

3

On 
Cooperative 
Achievable 

Rates of UAV
Assisted 
Cellular 
Networks

IEEE 
Transaction

s on 
Vehicular 
Technology

송유재 69/9 미국 IEEE SCIE 2020.09  0018-9545 34%

4

개조 선박의 
A 프레임 
설치 및 

운용을 위한 
다물체 
동역학 

시뮬레이션 
기반 동적 
안전성 

검토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융
합학회지

오재원 23(5) 대한민국
한국산업융
합학회

비SCIE 2020.10 1226-833x 100%

5

Single 
Image-based 
Enhancement 
Techniques 

for 
Underwater 
Optical 
Imaging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Technology

김도균 34 대한민국
한국해양공

학회
비SCIE 2020.11 1225-0767 50%

6

동역학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 A 
프레임의 
안전 운용 
가이드 개발 

연구

한국산업융
합학회지

오재원 24(5) 대한민국
한국산업융
합학회

비SCIE 2021.10 1226-833x 100%

7

Comparison 
of GAN Deep 

Learning 
Methods for 
Underwater 

Optical Image
Enhancement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Technology

김홍기 대한민국
한국 

해양공학회
비SCIE in print 1225-0767 50%

8

Internet of 
Maritime 
Things 

Platform for 
Remote 

Marine Water 
Quality 

Monitoring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송유재 IEEE SCIE 게재예정 2327-466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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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제31회 영상처리 및 
이해에 관한 워크샵 

(IPIU 2019)

김수미, 김도균, 
이철원

2019.02.14
제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대한민국

2 Oceans 2019
김도균, 권오순, 

김수미
2019.10.29 시애틀 미국

3
2021년도 

한국해양공학회
김홍기, 서정민, 

김수미
2021.05.14 온라인 대한민국

4
한국연안방재학회
연례학술대회

강현 2021.09.3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5
한국연안방재학회
연례학술대회

문영준 2021.09.3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6
2021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김홍기, 서정민, 

김수미
2021.10.22 부산 BEXCO 대한민국

7 UMC2019 오재원 2019.09.23 싼야 중국

8
2019 한국산업융합 
학회 추계학술대회

오재원 2019.11.29 부산 대한민국

9
한국통신학회 
2021년도 

동계종합학술발표회
김용재 2021.02.04 강원도 대한민국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2018 연차보고서 2018. 12. 30 -

2019 연차보고서 2019. 12. 30 -

2020 연차보고서 2020. 12. 30 -

2022 최종보고서 2022. 3. -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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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1
해상 사물 인터넷을 

위한 계층적 해양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대한민국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2019. 
11.12

10-2019-
0144560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2021/05/2
6

10-22589
50

100% x

2

교체시기 판단 및 
슬립방지 구조를 갖는 
콘 관입시험장치용 관입 

로울러

대한민국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21.12.13

10-2021-
0177895

100% x

3
무선콘센서용 수중 음파 

수신장치
대한민국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21.12.13

10-2021-
0177892

100% x

4
수중 영상 융합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수중 영상 

융합 방법
대한민국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21.12.20

10-2021-
0182885

50% x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1
수중광학영상 
선명도 개선을 
위한 영상융합

2021.03.01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2021.07.16 C-2021-028668 김수미 40%

2
수중광학소나 
영상융합 
프로그램

2021.03.01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2021.07.16 C-2021-028667 김수미 40%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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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

(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국내

(천원)
국외
(달러)

1
기술이전
(선체용선)

신제품개발 경북
장영실호 

선체용선계약
장영실호 

선체용선계약
㈜KOC - - - 계약기간 5년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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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영실호 선체용선 계약

 - 연구개발계획서에 ‘장영실호’ 자체 운영자립화(정부의 인력 및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운영) 활용하는 것으로 지정됨

 - 국내 선박관리 전문회사를 통한 위탁 운영

 - 입찰 및 계약 내용

   ￭ 용선기간 : 5년

   ￭ 용선조건 : 선박의 관리 및 수익·비용을 용선사업자가 전액 부담

   ￭ 용선의 대가 : 현물(용선조건에 따라 42억원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박운항일수 우선 배정과 용선료 감면 적용

     · 선박운항일수 : 최대 140일 우선 배정

     · 용선료 : 3,000천만원/일 이하

 * 별첨 9 : 장영실호 선체용선 계약서 참조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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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Ÿ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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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1 2021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1 2 2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1 해양수산부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촉진사업
수중건설로봇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장인성 165억원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 방송(뉴스) 포항 MBC
포항 영일만항 해양기술 

클러스트 된다.
2018.  9. 6

2 방송(뉴스) HCN
장영실호 포항서 취항
‘해양 신산업‘ 탄력

2021. 11. 3

3 방송(뉴스) 대구 MBC
심해해양실험에 112억원, 
‘장영실호’로 절감

2021. 11. 3

4 방송(뉴스) 안동 MBC
국내최초 시험평가선 준공.
3,000m 심해서 실험가능

2021. 11. 3

5 신문 연합뉴스 등 80건
해양 장비·로봇 시험평가선 

3천t급 '장영실호' 취항
2021. 11. 3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한해공P 
제2021-038호

한국해양공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생 
우수논문발표상

수중 광학 영상 
개선을 위한 GAN 
딥러닝 기법 비교

김홍기 2021.10.21 한국해양공학회

한해공P 
제2021-047호

해양공학 CAE 
경진대회

우수상 
프로그래밍 부문

Underwater 
Deeplearning Team

김홍기 2021.10.21 한국해양공학회

[인프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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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3,000톤급
시험평가선 
(장영실호)

- × ○
NFEC-2021-10-273

433
2021-10-13 19,526,3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

해당사항 없음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5)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시험평가선 시스템 설계 및 건조

○ 수중로봇의 다양한 시험평가가 가능

한 지원시스템 구축

○ 시험평가선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 시험평가 운용기술 개발

○ 시험평가선 운영 추진체계 구축

○ 시험평가선 활용 및 운용 자립화 방

안 수립

○ 장영실호 구축 완료

○ SWL60톤 규모의 진회수시스템 구축완료 및 시험평가 지

원 시스템 구축 완료

○ 시험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센서/랩/서버) 구축 완료

○ 시험평가 체계(안) 개발 및 표준절차서(안) 수립 및 실해역 

평가 완료

○ 장영실호 HSE/HSEP 온라인 매뉴얼, 절차서 구축 완료

○ 장영실호 운용 자립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완료 및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선체용선계약 완료

100%

100%

100%

100%

100%

100%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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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 ‘수중장비 위치추정 및 복합항법시스템’의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

Ÿ 목표 : 2m/1km (수심 1km에서 2m 이내의 위치오차, 0.2%)

Ÿ 설정 근거 : 복합항법으로 USBL 동등성능의 정밀도 확보

Ÿ 평가방법 : 수심 39.2m조건에서 고정된 두 위치에 센서를 부착하여 USBL의 거리측정 오차를 비교함

Ÿ 달성 오차 : 0.151m/39.2m(0.385%)

Ÿ 목표 미달 원인 분석

 - 센서가 설치된 구조물이 깊은 수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을 수행하여, 깊은 수심용 USBL

의 성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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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체 보완활동

□ 중고선박 구매 과정에서 구매비용의 증가(중선선 가격 변동 및 환율 급등)로 인해 개조 예산부족 발생하여 

개조 용역에서 AHC 크레인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해양수산부의 ‘수중건설로봇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

원’ 과제에서 장영실호에 AHC(Active Heave Compensating) 윈치를 설치하여 운영함

1) 윈치 사양

 - 제작사 : EVOTEC (Norway)

 - Pulling force / Brake force : 450 kN / 810 kN

 - Pullling 속도 (Normal) :　60m/min　

 - Pullling 속도 (AHC mode) : 120m/min

 - AHC(Active Heave Compensation) 기능

 - Umbilical cable : 3,000m

 - 윈치 설계 근거 : DNVGL-ST-0378 Offshore and platform lifting appliances

2) 윈치 사진 및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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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 PERT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함

□ 1차년도에 구축한 PERT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차년도 중고선박 도입심의 지연, 중고선박 도입을 

위한 입찰의 1회 유찰 등으로 인해 2차년도 연구기간을 4개월 연장하여 계약변경하였으며, 3차년

도는 8개월의 연구기간으로 수행하였고, 최종 4차년도 종료시점은 당초 계획과 동일한 연구기간

을 준수하였음

□ 연구개발과제의 주요한 성과목표는 100% 달성하였으며, 변경된 PERT에서 마일스톤은 목표일정에 

맞게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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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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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1. 목표 달성도

□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구축

Ÿ 시험평가운영시스템 (목표:시스템개발 / 달성:시스템 구축 및 3자 입회 검증) 

Ÿ 시험평가 절차서 (목표:절차서, 매뉴얼 작성 / 달성:보고서(총괄표, 절차서) 작성) 

□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Ÿ 시험평가 통합관측 및 자료 구축시스템 (목표:시스템 구축 / 달성 모니터링 시스템 1set)

Ÿ 시험평가 운용 실적 (목표:2건 / 달성: 3건)

□ 수중영상 융합기술 개발

Ÿ 수중 광학영상 선명도 강화를 위한 영상융합 기법 및 UGAN 딥러닝 기법 개발

Ÿ 수중 소나영상 잡음제거 및 대조도 강화를 위한 Median 필터와 Gamma correction기법 개발

Ÿ 수중 광학/소나 영상융합 시스템 및 융합영상 3차원 가시화 기법 개발

Ÿ [광학영상] 영상융합기반 강화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수조환경 특성상 white-balance 단계

는 적용하지 않음) UIQM (underwater image quality measure)이 강화기술 적용 전후 3배 

(UIQMafter/UIQMbefore) 이상 향상됨

Ÿ [소나영상] 잡음제거와 대조도 강화기술인 median (10x10 커널)과 gamma correction (γ

=0.2)을 적용하였으며 듀얼주파수를 제공하는 Blueview M900-2250-130의 900 kHz 

(477x899)와 2250 kHz (1228x2282) 소나영상에 대해 각각 강화시간 42.5와 96.9 msec를, 

CNR은 강화전후 1.8배와 1.3배 (CNRafter/CNRbefore) 증가함

□ 해양 장거리, 고용량 전송 시스템 시작품 개발 및 실해역 실증 완료

Ÿ 시험평가선 – 육상 관제센터 간 장거리,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해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을 포함하는 해양 장거리, 고용량 데이터 전송 시스템 시작품 개발 및 실해역 

실증을 통한 성능 검증 완료

- 실해역 실증 실험을 통해 양방향 지향성 안테나 자동 빔 조절 시스템을 포함하는 중계기 

활용 시 2-Hop 기준 (시험평가선-중계선박-육상관제센터) 최대 50km에서 HD급 영상정보 

수신 가능 확인

- 해당 분야 정량적 목표치인 HD영상 전송거리 20km 및 제어정보 전송지연 5ms (1-Hop 기

준)를 초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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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련 분야 기여도

□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선 구축

○ 시험평가운영시스템 및 절차 수립

Ÿ 해당장비 시험평가 중 장비 운영팀, 시험평가 팀이 모니터링랩 내부에서 동일한 정보를 동

시에 공유함으로서 유기적/효율적 시험평가 수행 가능

Ÿ 해양장비 객관적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평가 총괄표 및 시험평가절차서를 구축

Ÿ 시험평가절차서에 따른 체계적 평가 수행 가능

Ÿ 동일한 장비/운영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해양장비 성능평가를 수행함으로서 객관적 성능평

가 이력 구축 기여

□ 수중영상 융합기술 개발

Ÿ 다양한 수중환경 조건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 영상데이터를 융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해저자원탐사, 수중건설로봇, 항만인프라 유지관리, 기뢰탐지 및 조난자 수색 등 

다양한 수중 작업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멀티 센싱 기반 수중 모니터링의 가능성 

확인

영상 기반 수중탐사 및 수중모니터링 응용 예 (출처: 구글검색)

□ 해양 장거리, 고용량 전송 시스템 구현을 통한 해양 IoT 실현 가능성 검증 기여

Ÿ 해양 사물인터넷(IoT)을 구현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해양 통신 인프라 부재 

문제로 인한 짧은 전송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지향성 안테나 자동빔 조절 시스

템 사용으로 인한 전송거리 확장)을 제시함 

Ÿ 이를 통해 원해에 있는 시험 평가선 내 각종 실험 장비 및 센서의 데이터를 육상의 관제센

터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인 해양 (선박) 사물인터넷 구현 및 

스마트 선박 기술 분야에 기여함 

Ÿ 해당 연구결과를 사물인터넷 관련 최고 권위의 국제 전문 학술지인 IEEE Internet of Thigns 

Journal (IF: 9.471, mrnIF: 96.89) 게재 하여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음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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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 해양장비 실해역 시험평가선(장영실호)

Ÿ 선박의 운영자립화(선체용선계약을 통한 위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Ÿ 연차별 장영실호 운항실적 분석

Ÿ 차년도 장영실호 운항 수요조사 결과 분석

Ÿ 장영실호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HSE, HSEP 현황 모니터링

□ 해양장비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2단계 기획)

Ÿ 기획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신규과제 추진

Ÿ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의 수요와 기획요구를 반영하여 전주기 연구개발-성과도출

-해양장비 시장에 적용의 순환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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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 >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국외논문

SCIE 1

비SCIE

계 1

국내논문

SCIE

비SCIE

계

특허출원

국내 3

국외

계 3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1

박사 1

계 2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비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 실시
(IND 승인)

의약품

1상

2상

3상

의료기기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홍보

포상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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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영상 융합기술 개발(김수미)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광학영상 선명도 기술을 활용하여 수중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를 위한 

후속 연구 수행중

 - 수중 스테레오 카메라 및 입체가시화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24)

수중 스테레오 카메라 및 입체가시화 기술 개발

□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멀티센서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수중구조물 상태평가 및 시공지원 가시

화 기술개발에 응용하는 후속 연구 수행중

 -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 대응 기술개발 사업 (해양수산부,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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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성과의 보안등급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8조 2항 일반과제에 해당함.



기타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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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7-1.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ZEUS장비
등록 번호

KIOST
3,000톤급

시험평가선(장영
실호)

- 1 2021-10-13 19,526,375 에이치엠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NFEC-2021-10-
273433

7-2.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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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장영실호 사양서(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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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장영실호 주요 도면

1) JANG YEONG SIL - GENER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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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NG YEONG SIL – A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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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NG YEONG SIL - ACCOMMODATION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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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장영실호 운항 사진

장영실호 개조 완료(2021. 6. 1)

장영실호 인수인계(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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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실호 시험운항(2021. 8. 11 ~ 9. 2)

장영실호 시험운항(DP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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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실호 시험운항

장영실호 시험운항(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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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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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별첨 1 : 중고선박 조사 및 품질평가 보고서

별첨 2 : 구매 전 검선보고서(Posh Kittiwake)

별첨 3 : Posh Kittiwake 인수인계서

별첨 4 : 장영실호 주요 도면

별첨 5 : 장영실호 주요 증서

별첨 6 : 장영실호 모니터링 랩 사용설명서

별첨 7 : 장영실호 DP(Dynamic Position) Test Report

별첨 8 : 장영실호 비즈니스모델 수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

별첨 9 : 장영실호 선체용선계약서

별첨 10 : 장영실호 인수인계서(㈜HMT-KIOST-㈜케이오티)

별첨 11 : 2단계 기획보고서 “해양장비 시험평가표준화 기술 개발”

별첨 12 : 시험평가선 운영 매뉴얼(HSE), 선박운영 절차서(HSEP)

별첨 13 : 3,000톤급 시험평가선 개조용역 최종보고서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사업 ‘해

양장비 실해역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선박 및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과제 최종보

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

원)에서 시행한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