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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미개척 해양자원인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의 개발가능지역을 조사하여 탐사광구

(공해) 및 탐사권을 확보하고자, 연구선 온누리호를 이용한 서

태평양 해저산의 고코발트 망간각 탐사를 수행했다(Moon et al., 

2014; Moon et al., 2015; Moon et al., 2016). 수행한 탐사에서 영

상 촬영은 심해저카메라 시스템(Deep sea camera)을 이용하였고, 

시료채집은 드렛지(Dredge)를 이용했다. 심해저 카메라 시스템

은 연구선의 윈치케이블을 이용한 견인형 시스템이므로 파고에 

의한 연구선의 수직운동이 카메라의 해상도에 영향을 주었고, 

사면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약 5~10m 높이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면의 연속촬영과 미소 지형 변화에 따른 정밀 망간각 피복 

특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시료채집에 있어서도 드렛

지에 의존하므로 채집된 시료의 위치를 정밀히 파악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었다.

과학탐사용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는 종래의 연구선 

단독 탐사에서 가지고 있던 해저산 사면의 정밀 영상촬영과 정

위치 시료채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2017년 10월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Fig. 1에서 도시한 두 

지역에 과학탐사용 ROV인 해미래를 투입했다(Baek et al., 

2017). 2017년 10월 18일에는 OSM11지역을 그리고, 2017년 10

월 19일에는 OSM07지역의 해저면 영상촬영과 시료채집 탐사를 

수행했다. OSM11지역에서는 수심 2,100m에서 정상부 수심인 

1,454m까지 지형이 높아지는 해저산의 사면을 따라 약 4시간 

10분간 정밀 망간각 피복의 영상관찰을 수행했고, 5개 지점에서 

암석시료 각 1개씩 채집하여 총 5개를 채집했다. OSM07지역에

서는 해저산 중턱의 평탄면인 수심 약 2,500m에서 약 2km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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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nganese cluster zone of the seamount OSM11 & OSM07

동하며 3시간 16분간 영상을 촬영했다.

본 논문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 정밀 탐사에 있어서 기존 연

구선 이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써 ROV를 이용한 국

내 첫 탐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탐사 임무와 해

미래의 개선된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 3장에서는 OSM11과 

OSM07의 두 탐사 위치(Moon et al., 2014)에서 해미래가 취득한 

데이터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운용 중 취득한 해미래 데이터의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작성하였다.

2. 탐사 임무 및 개선 사항

2.1 탐사 임무

서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탐사 임무는 ROV를 

이용하여 종래의 연구선 단독 해저탐사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OSM11 지역에서 해저산 사면 경계부 정밀 영상탐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목적: 해저산 정상부와 사면 경계부 변화에 따른 망간각 

피복의 정밀 영상탐사 및 정위치 망간각 시료 획득

② 방법: 정상부와 사면 경계부를 포함하는 측선(약 1.8km)을 

따라 해저면 근접 영상탐사와 정위치 시료채집

③ 효과: 경계부에서의 지형변화에 따른 망간각 분포특성을 

파악 

OSM07 지역에서 해저산 중간 평탄면 퇴적물 분포 특성 탐사

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목적: 해저산 중간 평탄면 퇴적토 관측 및 시료 채집

② 방법: 중간 평탄면을 따라 연속해서 해저면 근접 영상탐사 

및 정위치 퇴적토 시료 획득

③ 효과: 퇴적물의 연흔(물결 자국, Ripple mark) 방향 분석을 

통하여 해저면 인근 해수 흐름의 정성적 판단이 가능하므로 광

구 개발시 광미(Mine tailing) 이동 방향의 예측에 도움이 됨

2.2 개선 사항

지난 2016년도 해미래의 마리아나 해저화산 열수분출공 탐사

에서 장시간 운용 중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

첫째 문제는 해누비의 1차 케이블 절연저항 파괴이다. 해누비

는 강철 프레임을 용접한 구조물로 되어있고, 설치된 센서와 장

착장비 등의 부가물은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전후, 좌우 비대

Fig. 2 1-point Hinge connection (left), 4-point wire connections (right)

칭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모선에서 1차 케이블로 직결

된 해누비는 지원모선의 상하운동에 의해 롤(Roll)/피치(Pitch)/

선수각(Yaw) 운동이 복합적으로 발생된다. 특히 이 운동은 탐사

하는 동안 계속해서 발생되며, 기존의 해누비 상부에 설치된 1

차 케이블 터미네이션은 힌지형태로 설치되어 롤운동과 선수각 

운동에 의한 힘은 터미네이션 인근의 1차 케이블에 가해졌다. 

지난 탐사에서 장시간 운영시 절연저항이 낮아지는 현상을 관

찰할 수 있었으며, 절연저항 파괴시 약 12시간이 소요되는 터미

네이션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Fig. 2의 좌측은 

기존의 1차 케이블 터미네이션이 힌지 조인트를 통해 해누비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우측은 1차 케이블 터미네이션

과 해누비 사이에 4개의 체인을 설치하여, 해누비의 운동이 1차 

케이블 터미네이션에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한 모습을 나타낸다. 

자세한 실험 데이터의 분석은 4.2장에서 다루었다.

두 번째 문제는 모터앰프의 과열로 인한 에러 발생이다. 이런 

에러는 추진기 회전 속도가 명령 값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 

해미래의 운동 응답성능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된다. 기존의 

모터앰프 내압용기는 총 3개의 모터앰프가 내압용기 가운데 설

치된 한 개의 지지판 양쪽에 설치되고, 모터앰프에서 발생된 열

이 지지판을 통해 결합된 양쪽 압력용기의 뚜껑으로 방출되는 

형태였다. 하지만, 외부로 열을 빼내는 접촉 면적이 작아 열을 

빼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사례

(McDonald and Naiman, 2002)를 참고하여 신규 모터앰프 압력

용기에는 히트파이프(Heat pipe)를 채용했다. Fig. 3과 같이 개선

된 방열구조 모터앰프 내압용기는 지지판의 두께를 늘려 열전

도에 의한 열포화를 피하고, 지지판 내 4개의 히트파이프를 삽

입하여 뚜껑을 관통하도록 설계하고, 뚜껑 외부로 돌출한 히트

파이프는 냉각 플러그(Cooling plugs)와 연결함으로써, 외부 해

수를 이용한 수냉식 방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모터 앰

프의 방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추진기의 회전속도 범위를 넓게 

활용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모터 회전속도를 900rpm(Round per 

minute)으로 명령하면 과열로 인하여 수분 안에 모터 앰프가 트

립되곤 했으며, 이런 이유로 잠항/부상 또는 전진 시 700rpm 이

상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었다. 그러나 방열구조 개선 이

후인 해저산 망간각 탐사 시에는 모터 회전속도를 900rpm으로 

1시간 이상 지속하여도 온도 상승에 의한 트립이 발생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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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ur heat pipe CoolPlugs through an end-cap

3. 해저산 망간각 탐사

3.1 OSM11 해저산 경사면 탐사

OSM11 해저산 경사면 탐사는 2,100m 수심부터 1,450m 수심

까지 약 1.5km 수평거리를 이동하며 망간각 상태를 관측하였다. 

Fig. 4 X-Y plane trajectory of Hemire in the OSM11 survey

Fig. 5 X, Y, Z time series of Hemire in the OSM11 survey

Fig. 6 Manganese cluster at the slope and the top of OSM11

탐사는 두 지점(151°57’53.7051“E/15°37‘59.5974“N, 151°21’33. 

0283“E/15°38’17.8255“N)을 기준으로 정해 이 방향으로 경사면

을 따라 이동하며 특이 지점에서 암석시료 5개를 채집했다. Fig. 

4는 X-Y 평면의 해미래 이동경로를 나타내며, Fig. 5는 탐사과

정의 위경도와 심도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다. Fig. 6은 해저산 

경사면의 망간각 분포상황을 나타내는 영상이다. Fig. 6의 좌측

(a)는 경사면에서의 암석시료 #1 채집장면을 기록한 수직카메라

와 파일럿카메라 영상이며, Fig. 6의 우측(b)는 해저산 정상부의 

망간각 분포상황을 보인다. 망간각은 대부분 바닥에 고착되어 

있었다. Fig. 6의 우측 그림은 채집이 가능해 보이는 암석을 로

봇팔로 떼어내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는 장면이다.

Fig. 7은 채집된 5개 암석시료를 나타내며, 채집 위치는 다음 

Table 1과 같다. 망간각 부존지역에서 ROV를 이용하여 직접 관

측하며 확인된 지점에서 암석시료를 채집한 것은 국내에서 처

음이며, 자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7 Rock samples collected at the OSM11 Line-1 survey

Table 1 Location of rock samples 

No. Latitude [deg] Longitude [deg] Time

1 15.63487465N 151.97146718E 17:18:00

2 15.63475257N 151.97435198E 18:17:00

3 15.63493063N 151.97473560E 18:27:00

4 15.63562188N 151.97770475E 19:31:00

5 15.63580554N 151.97953428E 2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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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OSM11 해저산 탐사 궤적을 3차원으로 나타낸 그림이

며, 각 지점별로 망간각 부존상태를 알 수 있도록 대표적인 장면

을 포함하였다. 그림에서 붉은 실선은 해미래 궤적이며, 검은 점

선은 해미래 수심에 고도측정값을 더하여 얻은 해저면 프로파일

이다. 그림에서 해저산 정상부는 약 50m 높이의 수직 절벽이며, 

이후에는 평탄면임을 보인다. Fig. 8의 탐사궤적 빈 구간(수심 

2,000m 부근)은 선상의 전원실 주파수변환기 과열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어 기록이 없는 구간이다. 이 기간 동안은 해미래의 안전

을 위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졌다. 긴급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장에서 다루었다.

3.2 OSM07 해저산 중턱 평탄면 탐사

OSM07 해저산 중턱 수심 2,500m의 평사면 탐사는 약 2.0km 수

평거리를 이동하며 해저 퇴적토 상태를 관측하였다. 탐사는 두 지

점(52°23’00.7003“E/16°48‘07.3622“N, 152°21’00.2183“E/ 16°49’19. 

2782“N)을 기준으로 정해 이 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특이 지점에서 

퇴적토 시료채집을 시도했다. Fig. 9는 X-Y 평면의 해미래 이동경

로를 나타낸다. 관측은 고도 2m를 유지하며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해미래가 직선거리로 2km 이동하는 동안 수심변화가 거의 없이 

평탄하며, 관측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의 심도 차이가 7m에 불과했

다(심도 변화는 Fig. 11 참조). 

Fig. 10은 OSM07 평탄면의 퇴적토를 나타내는 파일럿⋅수직 

카메라 영상이다. 해저면은 관측 전 구간에 동일한 형상의 물결

무늬 퇴적토로 덮여있다. Fig. 11은 OSM07 해역 탐사 궤적을 3차

원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우측 시작지점과 중간지점, 퇴적물 시

료채집 지점 및 종료지점 부근의 해저면 영상을 나타낸다. 이동

중 두 지점에서 푸시코어를 이용하여 퇴적토 채집을 시도하였다. 

퇴적토 깊이는 10~20cm 정도이며, 기저면은 단단한 암반이었다. 

로봇팔을 이용한 푸시코어를 약 10cm 이상 누르면 해미래가 들

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퇴적토는 점도가 매우 낮아 코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자마자 흘러내렸다. 퇴적토 채집 2차 시도에

서는 시료가 코어 내부에 만충되도록 코어를 연속하여 해저면에 

Fig. 9 X-Y plane trajectory of Hemire in the OSM07 survey

Fig. 10 Bottom sediment at the mid-flat area of OSM07

Fig. 8 3D trajectories and representative images of OSM11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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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3D trajectories and representative images of OSM07 survey

꽂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퇴적토 시료가 흘러내

렸다. 이 지역과 같이 퇴적물 점성이 낮고 퇴적층 두께가 얇은 경

우의 퇴적토 채집은 국자형태로 제작된 스쿠프(Min et al., 2016; 

Kim et al., 2017)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 ROV 운용성 및 탐사성능 검토

4.1 ROV 공급전원 차단시 긴급조치

본 절에서는 해미래에 전원이 차단된 위험 상황에서의 긴급 대

처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Fig. 5는 6,100초 근처에서 약 10분간 전

원 블랙아웃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Fig. 5의 세 번째 그림은 탐

사시간동안 ROV의 심도와 고도를 나타낸다. 그림의 6,100초에서 

6,700초 사이에 약 10분간 빈 구간이 있다. 이 시간 구간이 선상 

전원변환실의 주파수변환기 과열로 인해 해미래 전원이 차단된 

순간이다. 주파수변환기에서 대부분의 열은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소자에서 발생하는데(Choi et al., 2011), 이 소자

가 과열되면서 안전을 위해 해미래 전원이 차단됐다. 

전원이 차단된 비상상황에서의 두 가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첫째는 과열된 장치를 냉각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전원이 재공

급되기까지 ROV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장치냉각을 위

해 전원실의 모든 문을 열어 전원실을 환기시키며 에어컨 냉기

가 IGBT에 직접 공급되도록 덕트가 연결된 순환팬을 이동 설치

하고, 주파수변환기의 온도센서에 의한 에러가 해제되기를 기

다린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해미래를 안전한 상태

로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원이 차단되면 해미래는 

제어력을 잃게 되고 자체 양성부력으로 인해 부상을 하게 된다. 

이때에 이를 방치하면 해미래가 해누비 보다 위에 위치하게 된

다. 해누비는 모선과 1차 케이블로 연결되어서 모선운동 영향으

로 상하운동을 지속하는데, 부상하는 해미래가 해누비와 충돌

할 가능성이 높고, 충돌을 피하더라도 2차 케이블이 해누비에 

엉키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원모선을 

저속(0.5m/s 이하)으로 전진시키며, 해미래가 자체 양성부력으로 

부상하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인 5~10m/min로 윈치케이블을 감

아서 해누비를 서서히 상승시켰다. 모선을 전진시키며 윈치를 

감는 것은 지원모선이 해누비 디프레서를 1차 케이블로 견인하

여 위험지역(해누비가 해미래와 엉킬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으로써, 해미래가 해누비 아래에 항상 위치하도록 안

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전원이 재공급되면 모선과 윈치를 정지시켜 정지상태에서 해

미래 상태를 재점검한다. 안전상태가 확인되면, 윈치케이블을 풀

어 해누비를 하강시킨다. 이때 해미래는 심도 유지 제어를 한다. 

해누비와 수심이 같아지면 탐사모드로 전환하여 탐사고도까지 

해미래와 해누비를 재잠항한다. 그림에서 해미래 심도값(ROV 

trajectory)은 하강곡선을 나타내고, 해저면 고도(Bottom depth 

below ROV)가 6,700초 이후부터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1차 케이블 고정법 변경 영향 분석

해미래 시스템에서 수중에 들어가는 해미래와 해누비는 중성

부력의 2차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해누비는 지원모선과 음성

부력의 1차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1차 케이블 종단

은 힌지 형태의 터미네이터가 해누비에 체결되어 있었다(Lee et 

al., 2007; Ryu et al., 2007). 힌지고정 터미네이터는 일정 범위에

서 피치운동이 자유로우나 종운동(Roll)과 선수각운동(Yaw)이 

구속되는 방식이다. 잠항⋅부상 시뿐만 아니라 심해저 탐사 시

에도 모선 운동이 해누비에 직접 전달되므로, 해누비와 터미네

이터의 상호 운동구속에 의하여 1차 케이블 종단에 국부 3축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탐사에서 Fig. 2의 오른

쪽 그림과 같이 해누비 상단에 네 방향으로 체인을 연결하여 1

차 케이블 터미네이터와 해누비 사이의 종/횡/선수각 상대운동

이 구속되지 않도록 연결부를 개선하였다.

터미네이터 연결부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마리아나 해저 열수분출공 탐사(Lee et al., 2016)와 해저산 망간

각 탐사에서 해누비 각운동을 비교하였다. 2016년 마리아나 열수

분출공 탐사는 1차 케이블이 해누비에 힌지고정 되었고, 2017년 

망간각 탐사는 체인연결 되었다. 두 탐사는 온누리호를 모선으로 

운용되었으며, 해상상태는 수동위치제어가 가능한 유사 조건이

다. 두 운동 데이터는 불규칙한 해상에서 실측되었으므로 통계적

으로 특성을 검토하였다. 하강/탐사모드전환/해저탐사/상승 등 

운용조건별로 최대운동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일정시간을 정

Table 2 Roll motion of the depressor depending on connection types

Roll Mean [deg] Std. Dev. [deg] Peak [deg]

Hinged Chain Hinged Chain Hinged Chain

Descend 2.32 2.91 0.35 1.58 4.1 9.8

Mode change 4.79 4.25 1.12 5.28 5.9 31.8

Survey 1.89 2.91 0.26 1.58 12.1 9.8

Ascend 3.19 7.19 0.67 2.64 5.8 25.4

Table 3 Pitch motion of the depressor depending on connection types

pitch Mean [deg] Std. Dev. [deg] Peak [deg]

Hinged Chain Hinged Chain Hinged Chain

Descend -0.60 -0.51 0.96 2.34 4.3 12.3

Mode change 5.08 2.10 2.94 7.34 10.2 47.0

Survey -3.15 -0.51 0.86 2.34 18.0 12.3

Ascend 1.17 1.15 4.24 3.22 16.9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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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GFM variation of the remote control unit(RCU)

하고, 각각 표준편차와 최대값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운용조건

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이 Table 2 및 Table 3과 같다.

체인고정은 힌지고정 터미네이터에 걸리던 롤과 선수각 방향

의 구속이 풀려 해누비의 롤운동과 선수각 운동이 대부분의 조

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롤운동은 표준편차

가 4.5배 증가했으며 피크 값이 5.4배가 증가했다. 두 탐사의 해

상상태가 유사한 것을 고려하면, 힌지고정에 의한 롤방향 구속

이 풀려서 운동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탐사모드 전환 

시 큰 피크 값을 보이는 것은 해미래가 해누비 아래로 이동하

며 해미래-해누비 사이의 2차 케이블에 장력이 걸리며 두 선체

가 상호작용으로 운동하는 순간이다. 

해누비의 롤/피치 운동을 구속하면 1차 케이블 연결부에 반복하

중이 걸리게 된다. 1차 케이블 터미네이터에 걸리는 반복하중은 

터미네이터의 절연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누비 운동이 

구속되지 않는 것이 1차 케이블 수명에 유리하다. Fig. 12는 2016

년 봄에 마리아나 해저 열수분출공 탐사 시 측정된 절연저항 값을 

나타낸다. 해미래 운용시간이 누적되면서 절연저항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수직선은 저항변동 편차를 나타내며, 모선 

운동이 크거나 해미래가 해누비에 상호간섭이 일어나는 경우에 

작은 값으로 떨어지며 변동하였다. 절연저항이 3MΩ 이하에서 일

시적인 통신 장애가 일어나며 저항이 더욱 저하하면 통신장애가 

복구되지 못했다. 알키안 Dive-6에서 발생한 통신두절은 절연저항 

파손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Lee et al., 2016).

체인고정이 케이블 수명연장에 유리하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RCU(Remote control unit) GFM(Ground fault monitor)을 

기록하는 것이 필수이다. 본 망간각 탐사에서는 이 데이터가 기

록되지 못했지만, 운용 중 전원변환실의 주파수변환기에 모니

터링 된 데이터에 의하면 절연저항이 탐사 전 기간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위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추진기 내압용기 방열핀 영향

해미래 전동모터는 5HP(3.73kW)이며, 추진기용 6개, 유압펌프 

구동용 1개 등 7개 모터드라이버가 사용된다. 당초 모터드라이버

는 방열을 위해 반구형 알루미늄 내압용기에 방열판을 연결하는 

구조였다(Lee et al., 2007). 이후 반구형 내압용기의 커넥터 탈부

착이 불편하여 실린더 형태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모터드라이

버 방열효과가 저하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탐사에는 2

장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실린더형 내압용기 뚜껑에 히트파이프

를 이용한 냉각 플러그 4개를 설치하였다. 냉각 플러그를 부착함

으로써 탐사 전 구간에서 모터드라이버가 과열되지 않고 정상 작

동했으며, 6개 모터를 900rpm 범위에서 풀가동하여도 모터 드라

이버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였다. 

4.4 해미래 이동속도

OSM07 해역 탐사는 해저산 중간 평탄면을 이동하며 퇴적토 

관측이 임무이다. 이 지역에서 해미래는 빠르게 이동하며 특이

지역에서 정밀관측과 시료 채집이 이루어졌다. 고도변화가 거

의 없이 평탄한 지역이므로 해미래 이동시 심도 유지, 선수각 

유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파일럿은 해누비 위치를 모니터링하며 

전진속도를 조종하였다. Fig. 13 상단은 탐사중 11,800~12,800초 

사이의  ,  ,   속도를 나타내며, 하단은 6개 추진기의 속

도(분당 회전수)를 나타낸다. 해미래는 12,540초 구간에서 최대 

0.72m/s 속도를 유지했으며, 이때 전진방향 추진기 속도는 

900rpm을 나타냈다. 수직추진기 속도에 스파이크 형태의 명령

이 생성된 것은 양성부력의 해미래 심도제어를 위해 오프셋이 

있는 PD제어기가 작동하며 심도를 깊게 제어하는 명령에 따라 

추진기 역회전 명령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Fig. 13 Velocity of Hemire in the flat bottom survey at OSM07

4.5 USBL 블랙아웃과 수중복합항법 위치추정

본 탐사에 적용된 수중항법은 USBL(Ultra short baseline)과 속

도․자세․심도 센서를 융합한 복합항법을 이용하였다(Lee et al. 

2017). 이 수중항법은 관성센서를 이용하는 복합항법(Lee et al. 

2003)보다 간단하고, ROV와 같이 가속도 변화가 심하지 않는 

잠수정의 수중항법에 적합하며, 센서 신호의 아웃라이어와 블

랙아웃에 강인한 장점을 갖는다. OSM11 해역탐사시 USBL 신

호취득에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마리아나 알키안 열수분출공 

탐사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했었으며 동일한 증상이 이번 탐사에

도 발생했다(Lee et al., 2016; Lee et al., 2017). 해미래에 사용되

고 있는 Posidonia USBL은 2003년 구입하여 14년 경과된 상태

로 프로세서가 부정기적으로 다운되는 증상을 보인다.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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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USBL measurements with blackout & the INS

Fig. 15 Error bounds(2σ) of the USBL-DVL INS navigation

는 USBL 신호가 장시간 취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복합항법 

알고리듬이 추정한 위치 궤적을 보인다. 그림에서 USBL 신호 

복귀 후 수중항법시스템의 추정위치가 신속하게 보정되며 정상

위치로 수렴하여 센서신호 블랙아웃에 강인한 특성을 보였다.

Fig. 15는 추정위치와 95% 신뢰 오차범위를 나타낸다. 블랙아

웃은 1시간10분 동안 발생했고, USBL 신호 복구 후 보정된 위

치오차가 약 40m이다. USBL 블랙아웃 시간 경과에 따라 오차

범위는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해미래가 해저산 정상에서 샘플

링을 위해 착지한 상태에서는 DVL(Doppler velocity log)이 측정 

가능한 최소 고도 이내에 들어와 DVL도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

다. 이 구간에서는 위치추정 오차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USBL 위치측정은 해미래 운용에 필수이므로 프로세서를 수리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요구된다.

4.6 경사면 작업시 자세유지

해미래가 탐사한 OSM 해저산은 경사면 기울기가 평균 33도

에 이른다. 이런 경사지에서 암석시료를 채집하기 위하여 파일

럿은 ROV 본체를 경사면 암석에 툴슬레드 전방 하단을 밀착시

켜야 한다. 이때 잠수정 본체의 자세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Fig. 16 Attitude of Hemire while collecting the rock sample #1

로봇팔 작업시 발생하는 반력을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접지력

을 발생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해미래 파일럿은 전

진 추진력을 부가하며 동시 수직하강 추진력을 발생시켰다. 이

는 경사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접지력이 생성되며 해미래 자세

가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Fig. 16은 암석시료 

#1을 채집하는 과정의 해미래 롤/피치/선수각 변화를 나타낸다. 

착지 후 피치각이 음의 방향으로 증가해(Nose down), 전진추진

력에 의한 모멘트가 수직하강 추진력에 의한 모멘트보다 큰 것

을 알 수 있다. 경사면 작업 시 툴슬레드 전방이 피봇 상태이므

로 롤운동을 보였으나 크기는 작다. ‘o’표시는 암석시료 #1 채

집을 위한 로봇팔 작업시점을 나타낸다.

4.7 3차원 영상 생성 및 분석

임무 중 하나인 경사면의 연속촬영은 지형에 따른 망간각의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 이미지의 

모자이크 처리가 분포특성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본 

Fig. 17 3D mosaic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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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8 3-D image mosaicking process

논문에서는 샘플로 첫날 OSM11 광구에서 해저산의 사면에서 

정상부로 향하면서 촬영한 약 4분간의 영상이미지를 Fig. 17과 

같이 이미지 합성과 3차원화를 수행했다. 

이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상용프로그램인 3DF Zephyr(3Dflow 

srl, 2013)를 이용하였으며, Fig. 18에서 그 처리 순서를 나타내

고 있다. 제일 좌측 그림은 총 378장의 사진을 합성한 3차원 점

구름(Point cloud) 처리결과이며, 두 번째는 고밀도 점구름(Dense 

point cloud)을 생성한 결과를 나타내고, 세 번째 그림은 Mesh 

처리한 3차원 이미지데이터 결과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합성에 사용된 카메라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향후 해미래의 

이동 궤적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4.8 멀티빔소나(MBS, Multi-beam sonar) 이미지 분석

해미래 선미에 장착되어 있는 멀티빔소나(Park et al., 2017)를 

이용하여 해저지형에 대한 프로파일링 임무 역시 동시에 수행

하였다. Fig. 19는 OSM11 지역의 프로파일링 결과이다. 해미래

Fig. 20 MBS Profiling result at the mid-flat zone of OSM07 

가 좌하단 수심 약 2,150m에서 우상단으로 약 2,047m까지 상승

하며 계측하였다. 청색 실선은 해미래의 궤적을 나타내며, 노란

색 삼각형은 해미래의 방향을 묘사한 것이다. X축과 Y축은 실

제 항해한 거리를 가늠하기 쉽도록 중간지점을 원점으로 하여 

오프셋 시켜 표시하였다. Fig. 19에서의 실제 시작위치는 북위 

15.6336°, 동경 151.9664°이었다.

OSM07해역에서의 프로파일링은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서 이

루어졌다. Fig. 20이 그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선 단독 탐사에서 가지고 있던 해

저 사면의 정밀 영상촬영과 정위치 시료채집의 한계를 ROV를 

통해 극복한 국내 첫 탐사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탐사에

서는 1차 케이블 고정법 변경과 추진기 내압용기의 방열구조를 

Fig. 19 MBS Profiling result at the slope of OS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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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 심해에서 해미래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고, 두 

해저산 지역에서 각각 4시간 10분과 3시간 16분간 영상촬영에 

성공했다. 해저 탐사중 해양과학자가 육안으로 해저면을 관측

하며 필요로 하는 망간각 시료 5개를 정위치 샘플링하여, 기존

의 탐사방법에 비해 탐사위치 정밀도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

었다. 또한, 추진기 앰프의 냉각을 위한 내압 하우징의 방열구

조를 개선함으로써 모터 회전수를 증대시켜 고출력으로 심해탐

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방열구조 개선으로 해미래 시스템의 소

비전력이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전력 증가는 선상 전원변환실

의 주파주변환기가 과열되는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해저탐

사 중에 해미래 전원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파수변환

기는 현재 공냉식 냉각에만 의존하고 있다. 열대의 더운 지역에

서 에어컨 한 대와 덕트 연결 순환팬으로는 현 시스템을 충분

히 냉각시키지 못하는 것을 이번 탐사에서 확인했다. 향후에는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수냉식 냉각방식을 IGBT 소자 냉각에 적

용하여 효율적인 냉각이 되도록 공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저면 정밀 영상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결과

는 지질학자들에게 필요한 해저산 사면의 피복 특성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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