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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탐사체용 하강 및 회수장치

1. 판매희망 기술정보
기술명(국문)
기술명(영문)
기술분류

대분류

해양탐사체용 하강 및 회수장치
APPARATUS RETRIEVAL AND DEPRESSING FOR TOW-FISH
기계·소재
조선/해양시스템
중분류
소분류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2. 지식재산권정보
출원번호
출원인

10-2014-0017447
등록번호
10-149347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개번호
Ÿ 본 발명은 해양탐사체용 하강 및 회수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0001] 조
사선의 인양장비와 연결된 견인케이블과 수중탐사를 위한 수중탐사체 사이에 설치되

기술 개요
및 특징

어 수중탐사체를 견인함은 물론, 수중탐사체의 견인시 견인력에 의한 수중탐사체의 상
승을 억제하여 안정적으로 해양 및 해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장애물에 간섭되어
허용한계를 넘는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면 회피자세로 전환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음으로써 수중탐사장비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해양탐사체용 하강 및

핵심 키워드

회수장치에 관한 것이다.
국문
해양 탐사, 수중예인체, 디프레서
영문
Marine exploration, tow-fish, depressor

대표
도면

기술 세부내용

청구항 1.
판 형태로 형성되고 양쪽에 날개부가 마련되며, 상기 날개부 사이의 중간영역에는
대표

전방부에서 후방부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고 후방 쪽으로 열린 개구부를 갖는 설

청구항 치장공이 형성된 몸체; 및
조사선의 메인 견인케이블이 연결되는 전방 연결부가 일단에 형성되고, 타단에는
수중탐사체와 연결된 보조 견인케이블이 연결되는 후방 연결부가 형성되며,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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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연결부가 형성된 영역이 상기 전방부 쪽의 설치장공에 위치한 상태에서 회
동가능하게 축으로 결합되고, 상기 개구부에 위치하는 영역이 시어핀에 의해 상기
개구부 쪽에 결합 되는 견인 프레임을 포함하고,
상기 시어핀은,
상기 몸체의 전방부에 수중장애물이 간섭됨으로써 상기 견인 프레임에 소정의 하
중 값보다 더 큰 하중 값이 작용할 때 시어핀이 파단 되어 상기 몸체가 상기 축
을 중심으로 하향 회전하여 상기 수중장애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해양탐사체용 하강 및 회수장치.
Ÿ 해양탐사체용 하강 및 회수장치가 조사선의 인양장비와 수중탐사를 위한 수중탐사체
사이에 설치됨으로써, 수심이 깊은 곳에서 상승이 억제되어 안정적으로 해양 및 해저
조사를 할 수 있음.
기술의 효과

Ÿ 수중탐사체를 견인중인 상태에서, 부이용 로프나 어구용 로프와 같은 수중장애물이 몸
체에 걸려 시어핀에 허용한계를 넘는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면 시어핀이 파단되면서 몸
체가 회피자세로 회전함으로써, 수중탐사체의 회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중탐사체의 분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TRL
기술의 구현
수준
Ÿ 수중 로봇
Ÿ 해양 환경/자원 탐사
Ÿ 해양 방위 분야
Ÿ 수중 통신 분야

응용분야

(이미지출저 : 구글)

Ÿ 해양탐사체용 하강 및 회수장치의 전방부 저면에 중량부가 설치되고, 날개부가 하향으
기술의 차별성
및 장점

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견인시 양력으로 인한 장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
Ÿ 후방 연결부가 “ㄱ” 형상으로 형성되어 수중탐사체 견인시 날개부와 간섭되어 부딪히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어핀이 파단되었을 때 몸체가 회전 축을 중심으로 전방이 회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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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수중 장애물을 용이하게 회피하여 회수할 수 있음.

3. 연구개발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장남도
051-664-3639

소속
E-mail

한국해양과학기술원
ndjang@kiost.ac.kr

4. 관련기술
NO
구 분
1 □출원 □등록

권리번호

출원(등록)일자

기

술

명

5. 기술 및 시장동향

(자료: WHOI)

[미국의 Jason ROV]

(자료: Ocean Explorer)

[독일의 QUEST 4000]

(자료: JAMSTEC)

[일본의 DOLPHIN 3K]
기술동향

(자료: DDRC Canada)

[캐나다의 Dorado]

Ÿ 해양탐사체용 하강 및 회수장치의 응용분야 중 기술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수중로봇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의 해양
선진국들에서 해저 및 심해의 특수 목적 탐사, 해저케이블의 매설과 검사, 해저광산의
탐광, 해저 구조물의 설치 지원 및 검사 등 매우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음. 특히, 다중빔
소나, SSS 등을 탑재한 수중로봇은 선박에 기반을 둔 해양조사 활동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됨.
Ÿ 미국에서 해양과학 조사용으로 제작된 최초의 ROV는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WHOI)의 Jason ROV이며, 이는 6,000m급 ROV로서 고도의 조종성을 요구하는
정밀한 조사와 샘플 채취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열수광상 및 그 주변의 해양조사, 침
몰선탐사 등을 포함한 많은 해양과학 조사임무를 수행함.
Ÿ 독일은 HERION Systemtechink GmbH에 의해 개발된 DAVID와 같이 수중 구조물 작업
용 복합 무인잠수정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중로봇들이 개발 및 운용되고 있으며,
QUEST 4000은 심해 작업용으로 개발된 ROV로 최대심도 4,000m에서 운용 가능함.
Ÿ 일본의 JAMSTEC에서는 3,300m급 심해 ROV 수중로봇 Dolphin 3K를 개발하여 심해 해
저의 해양조사를 수행하면서 열수광상 및 광합성에 의존하지 않는 생물군락과 새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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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등의 심해저 관측을 수행함.
Ÿ 캐나다에서는 ISE가 무인 기뢰처리기 Dolphin/Dorado와 Trail Blazer을 개발하였으며,
Dorado는 캐나다 국방연구개발부에서 개발한 7.5m(L)×1.0m(d), 중량 3,275kg의 반잠수
정으로 반잠수 모드로 SSS등의 기뢰탐지 센서를 10노트 속도로 200m에서 예인함.

(자료: IDTechEx 2014)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 로봇 시장 규모]
[국내 수중로봇 제조 시장 규모]
Ÿ 세계 해양 로봇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의 60% 이상이 군수용으로 소비되고 있으
며, 민수용도 개발되고 있지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군수용을 제외한 AUV
는 대부분 연구용임.
목표시장 동향

Ÿ 해양수산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중로봇 제조시장 2011년 기준 20억 원, 2019년
800억 원으로 59%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Ÿ 수중 로봇 활용 산업의 시장 동향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수중
로봇 및 관련 산업의 높은 성장이 기대됨.
시장규모

분야
ROV 시장
해양플랜트

§
§
§
§

세계 ROV 시장은 ‘14년 기준 12억 달러로, 2019년
20.11%의 CAGR을 보일 것으로 예측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규모 1천억 달러(‘20)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심해저) 198조원(‘23)
시장 성장률 약 8.3% 전망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은 10여개, 프로젝트별 20~100조
원 규모
세계 시장 5천조원 규모 추정(‘30)
국내 준설시장 시장 규모 3,293억원(‘09)
미래 국내 시장 1조1천억원 규모 추정(‘23)
세계 준설사업 시장 규모 10,820백만유로(‘10)

§

세계 시장 연간 10억 달러 추정

§
§
§
§
§

해저터널

준설시장
해저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참고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Market(2017)
Bain&Company(2011)
INTSCK(201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0)
대한전문건설협회(2010)
IADC(2010)
Offshore pipelines & control
lines
market
update
report(2009)

Ÿ 대상 기술인 해양탐사체용 하강 및 회수장치는 수중장애물을 회피함으로써 고가의 수
중탐사체의 회수가 용이하여, 수중탐사체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어 경제적임.
해당 기술의

Ÿ 해당 기술은 수중 로봇을 비롯하여 해양 환경 및 자원 탐사, 해양 방위, 수중 통신, 해

사업성 및 향후

양 플랜트 건설 및 유지보수 등 시장의 범위가 매우 넓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성

나타나지만, 관련 국내 연구개발 현황은 미국과 유럽 등 해양 선진국에 비하면 저조한
상황이므로,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진입 및 사업화 성공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