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도 해양장비 및 수중·수상 로봇의 개발 과정 중에 성능을 실험하기 위한 장소와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심해용 원격조종무인잠수정(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해미래와 자율무인잠수정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이심이100의 개발 과정에 있어 단위 성능 및 총괄 성능 실험 등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

연구소가 위치한 거제도 장목 부두에서 수행한 바가 있 특성 모델링 및 유체동역학 계수 조정을 위한 실험과 실해역에서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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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f late, demand for test sites for marine equipment such as ASV, AUV, ROV, and various underwater sensors is increasing. The
authors have focused on an oscillating water column (OWC), which is being constructed near Chagwido Island Jeju, as one of the test-sites. The
main objective of the OWC is to produce wave energy and develop technologies. It has been built in the sea approximately 1 km off the coast. It
has berth accommodation and some rooms that can be used as laboratorie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its usage as a test site for marine
equipment, we acquired bathymetric data around the OWC by using a multi-beam echo sounder and a single-beam scanning sonar. The accessibility
of the OWC from nearby ports and the use of support vessels or ships were also investigated. 3D point cloud data from the multi-beam echo sounder
and 2D acoustic images from the scanning sonar are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s for identifying changes over time. In addition, through these
experiments, we derived a procedure to use this facility as a test site by using the IDEF0 functional modelling method. Based on this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previously reported examples, we determined the general conditions and preferences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various
marine equipment heuristically. Finally, we developed five applications that were derived from this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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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한 실험을 위에서 언급된 남해연구소 부두에서 수행하였다(Park et al., 2015; Lee et al., 2015). 이 외 경상남도 진해 해군사관학

교 앞 바다,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부두, 포항 앞 바다, 문경 경천호, 대전 방동호 등지에서 개별적인 해양무인이동체의 개발성능 검증 위

주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Jeollabuk-do, 2019). 위 언급된 장소들은 부두시설을 포함하는 육상에 실험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을 

비롯하여 실험 준비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발되는 장비 및 기술 수준이 고도화되는 추세에 따라 실제 바다 환경

에서의 성능 검증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파력발전 보급과 확산 및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하여 5MW급 실증 인프라를 제주도 서부 차귀도 인근 해역에 구축하

고 있다. 본 인프라는 파력발전장치의 성능평가, 설치·회수 기술 검증, 운용기술 최적화, 계통안정성 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

종 목적이며, 완공 뒤에는 파력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능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Choi et al., 2019b). 이 중, 해상에 세워진 진동수주 파

력발전장치(Oscillating water column(OWC) 또는 파력시험장)는  전기의 공급과 통신의 중계 등을 위한 시설의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중·
소형 장비의 정비 및 운용 등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파력발전 관련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해양 장비에 대한 실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외의 유사한 시설 중 대표적인 것은 스페인의 PLOCAN(the Oceanic Platform of the Canary Islands)이 있다. 현재 다목적 해양장비 기

술과학 서비스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고, ROV 및 수중 글라이더를 배치하고 있으며, 약 23km2의 해역을 시험 사이트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수행된 PERSEUS(Protecting european seas and borders through the intelligent use of surveillance) 프로젝트

에서 수동형 음향 특징 검출기(Passive ASD(Acoustic signature detector))를 장착한 무인 수상선(Autonomous surface vehicle, ASV)을 이용

한 해양 감시 기술 개발에 응용(Real-Arce et al., 2015)하는 등 다양한 해양 장비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González et a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OWC를 해양 장비 실험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활용하는데 있어 적합성 조사를 위한 선행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선행 연

구로서 파력시험장  수중 하부구조와 주변 해저 환경에 대한 지형 정보를 확보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선박을 이용하여 다중빔 음향측

심기(Multi-beam echo sounder, MBES)와 단일빔 스캐닝 소나(Single-beam scanning sonar, 이하 스캐닝 소나) 데이터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MBES는 선박 선저에 장착하여 운용하는 장비이며, 스캐닝 소나는 해저 바닥에 진수하고 설치하여 운용하게 된다. 전자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를 취득하는 반면에, 후자는 2차원 이미지를 얻게 되며, 위 두 가지 장비는 대표적인 해저 매핑 센서이다. 이런 과정

을 거쳐 우선 OWC 주변의 해저 공간 정보를 습득하여 실험 대상 장비 선정과 실험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형 선

박을 이용하여 해양 장비 성능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IDEF0(ICAM definition for function modeling)에 기반을 둔 모델을 도출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건, 기준, 리소스 등의 식별에 역시 참고하고자 하였다. 실험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소속 장목 1
호를 이용하였다. MBES는 장목 1호에 설치된 센서를 활용했는데, MBES의 측정 데이터를 선박의 위치 및 자세 데이터와 함께 처리하여 

지구고정좌표계에 대한 3차원 포인트를 추출하여 저장했다. 이에 반해 스캐닝 소나 및 데이터 저장을 위한 컴퓨터 등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실험은  2019년 4월 중 이틀에 걸쳐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파력시험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소개를 한다. 위치 특성과 건물 사양 등을 포함한다. 3장에서는 MBES와 스캐닝 소나를 이

용한 실험을 설명한다. 실험 목적을 포함하여 각 센서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IDEF0 기능 모델링 방법을 적용한 실험 절차 수립 

결과를 포함한다. 4장에서는 OWC의 실험환경 적합성 분석결과와 특성, 도출된 활용 가능 분야/사업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파력시험장 사이트

2.1 파력시험장

파력시험장은 제주 서부 차귀도 인근 해역에 구축 중이다. 주변 해역은 파랑에너지 밀도가 높고, 해상 교통량이 적으며, 한림

항과 애월항 등의 중형 항구를 갖추고 있으며, 해저 지층 탐사를 통하여 부지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Kim et al., 2017). 
파력시험장 사이트는 총 5개의 정박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번 정박지가 진동수주 파력발전장치(OWC)이다. Fig. 1에 개념

Fig. 1 Conceptual art of arrangement for open sea test site for wave energy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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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the OWC (Oscillating Water Column) exposed above the sea surface (left). Perspective view of 3D modelling of the 
OWC structure showing its size (right)

Fig. 3 PLOCAN platform (PLOCAN, 2020)

도를 나타내었고, 해상에 설치된 해상변전시설(Offshore substation)이 OWC이다. Fig. 2는 수면 위로 드러난 OWC의 상부구조물(좌
측)과 3D 모델링(우측)을 통하여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OWC의 해저 바닥에서부터의 높이는 27.5m이며, 조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

면 위 돌출 부분의 높이는 약 15m가 된다. 너비와 폭은 각각 37.0m, 31.2m이다. 해저지형은 지물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암반지

대가 분포되어 있고, 수심대는 10m에서 60m까지 분포되어 있다. 탁도는 서·남해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며, 공사 이후 전력 케

이블이 포설되어 있다. Fig. 3은 PLOCAN 플랫폼을 보여주고 있다. OWC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및 해양 장비 실해역 시험장으로 활

용되고 있는 PLOCAN은 해안에서부터 약 1.85km 떨어졌으며 수심 30.5m 지역에 건설되었다. 총 활용 면적은 5,000m2이며, 너비와 폭은 

각각 33m, 38m이다. 헬리콥터 데크 및 간트리 크레인(Gantry crane), 사무공간, 식수정화장치, 진수인양시스템(Launch and recovery 
system, LARS) 등을 갖추고 있으며, Seabotix ROV와 Slocum 글라이더를 확보하고 있다(PLOCAN, 2019).019).

2.2 주변 환경

근접 항구로는 용수리 포구, 한림항, 애월항 등이 있다. 용수리 포구가 제일 근접하고, 한림항, 애월항 순으로 멀어지며, 그 사이

사이 소규모 포구가 존재한다. 항구는 사용하는 지원선박의 규모 등을 제약하며, 시험하고자 하는 장비 및 센서의 선적과 하역이 

용이하여야 하며, 보관, 관리,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한다. 다만, 상술한 민간 항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 
해상 실험은 날씨 및 해황(Sea state)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

다

파력시험시설이 들어선 제주 서쪽 해역은 독도, 울릉도, 홍도와 함께 국내에서 파랑에너지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Ryu et al., 
2011). 파력발전장치 발전성능평가 등을 위한 파랑에너지 자료를 구축(Park et al., 2019)하고 있으며,  파랑 수치 모델 역시 개발하

고 있다. 또한, Wind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이용한 풍향, 풍속 정보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

이다.

3. MBES 및 스캐닝 소나 실험

본 실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 OWC 주변 해저 지형에 대한 정보 수집

- 소형 선박을 이용한 OWC 주변에서의 해양장비 성능 실험절차 수립을 위한 기본 정보 수집

OWC 주변 해저 지형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면 OWC 구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

른 뒤, OWC 등으로 인한 해저 환경 변화를 추적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실험을 통하여 소형 선박 

등을 이용하여 OWC 주변에서 해양장비 등의 성능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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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earch vessel Jangmok No. 1

이번 실험에 사용된 지원선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장목 1호이다. 국내 연안 해저 지질 및 수중자원 탐사, 지자기 조사 

등, 연근해 탐사 및 관측을 위한 소형 연구선이다. 전장은 24.22m이며 국제총톤수는 41톤, 항해속력은 13kts(6.7m/s)이며, 최대 15명(승무

원 4명, 연구원 11명)이 승선할 수 있다(KIOST, 2019a). Fig. 4에 장목 1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설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센서로는 

CTD(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SBP(Sub bottom profiler),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EA400, MBES가 있다.

3.1 다중빔 음향측심기

장목 1호 선저에 설치된 MBES는 Kongsberg사의 EM3002 (Table 1)이다. OWC 주변을 선회하며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다만, 예산

과 실험 일정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데이터 취득 전 MBES에 대한 별도의 교정 과정은 거치지 못했다. 
Fig.  5는 OWC 시공 전(a)과 이번 실험에서 취득한 OWC 주변 및 해저케이블을 따라 취득한 MBES 결과(b)를 보여준다. 취득 전 검교정 

과정 및 취득 후의 조석 보정 등 후처리는 수행되지 않아 좌표 상의 정확한 상호 비교는 어려우나, OWC 지반을 지지하는 트라이포트 및 

해저케이블 등은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후방 산란(Back-scattering)데이터 이미지이다. OWC 하부 구조물 주변의 근고블럭(Cell block)과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겹겹이 쌓인 섬유돌망태(Stone bag)를 관측할 수 있다. Fig. 7에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근고블럭과 돌망태를 

나타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EM3002 Kongsberg

Item Description

Frequencies 293, 300, and 307 kHz

 Number of sounding per ping:
   Single sonar head
   Dual sonar head

Max. 254
Max. 508

Max. ping rate 40 Hz

Pulse length 150 μs

Depth resolution 1 cm

(a) Arrangement plan of the OWC and submarine cables (b) Actual arrangement of the OWC and submarine cables
Fig. 5 A before-and-after comparison of the bathymetric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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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ack-scattering data image

(a) Cell blocks around submerged structure of the OWC (b) stone bags covering the underwater cable

Fig. 7 Cell blocks and stone bags taken by optical camera

3.2 단일빔 스캐닝 소나

본 연구에 사용된 스캐닝 소나는 1171 high resolution scanning sonar 모델로 자세한 사양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최대 3,000m 
수심까지 운용가능하며 675kHz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단독으로 해저면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삼각대가 필요하며, 스캐닝 

소나 운용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주사반경으로 원형의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최대 주사반경은 100m 이내이며, 최소 회전

각 0.225°로 운영 가능하다. Fig. 8에서는 장목 1호 선미에서 삼각대에 설치된 스캐닝 소나를 진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조류

가 있는 해저면에 센서를 안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잠수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일정 및 해황에 의해 잠수부를 

동원할 수 없었다. 조류에 의해 선박과 센서 및 삼각대 자체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측정 도충에 중간 중간 삼각대가 쓰러지거

나 밀리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센서가 스캐닝하는 동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시간은 짧았다. 향후, 보다 정밀한 관측을 위해서

는 잠수부의 동원 등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결과적으로 두 포인트에 대해서 이미지를 취득하였으며, 모자이크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MBES 이미지보다 고해상도를 보여주며, 해저케이블 매설 보호용 돌망태를 식별할 수 있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1171 scanning sonar

Item Description
Depth rating 3,000 m
Frequency 675 kHz
Range 0.5–100 m
Range resolution ≥ 19 mm

Scan speed 11 s / 360° @ 10 m & 1.8° step
36 s / 360° @ 100 m & 1.8° step

Scan width 360° continuous
Step size ≥ 0.225°
Pulse length 25–2,500 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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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aunch of 1171 scanning sonar from Jangmok No.1 Fig. 9 Mosaicked images of 1171 scanning sonar

3.3 해양장비 성능 실험 절차 수립

해상에서 수행하는 실해역 실험은 고가의 비용이 발생되며, 계약서에는 전체 운영 기간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시한다. 
만약 운영 업체에 표준화된 절차가 없다면 이 실험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우며, 업체 스스로 이상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Rocha and De Tomi, 2015). 
IDEF0 기법은 1970년대 미 공군의 ICAM(Integrated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된 기능 모델링 방법으

로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 등이 모두 연관되어 이루어진 어떠한 시스템도 모델화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분석이나 

설계하고자 하는 대상 시스템을 시스템의 수행에 요구되는 기능과 정보, 그리고 기능들 간의 순서 등을 정의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용된다(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993). 특히, 계층적 모델 구조를 지원하기 때문

에 복잡한 시스템이 쉽게 모델링되는 특징(Kim, 2005)이 있다. 해양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복잡한 업무 절차를 IDEF0 기능 모델링 

방법으로 수립한 연구사례로는 해양구조물의 안전도검사에 적용한 사례(Rocha and De Tomi, 2015)와 소형 ROV를 이용한 수중 미

확인 물체 식별에 적용한 사례(Baek et al., 2019)가 있다. 
본 절의 연구에서는 제 3장의 MBES 및 스캐닝 소나 실험 현장에서 수행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절차는 

IDEF0로 나타내었다. 다음의 Fig. 10에서는 IDEF0의 기본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기능(Function)은 상자형태로 표현되며, 어
떠한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서술로 사람이나, 기계, 컴퓨터 등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표현한다. 각 기능 상자는 

ICOM(Input, Control, Output, Mechanism)에 의해서 연결되며, 하위수준은 서브기능들로 더 자세하게 분해할 수 있다.
Fig. 11은 최상위 레벨의 Activity로써 A-0 코드가 부여된다. A-0의 기능은 다목적 기술과학 서비스(Multi-purpose technical 

scientific service)에 대한 제공을 OWC의 역할(Function)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입출력, 제어, 메커니즘을 도시하였다. 다목적 기술

과학 서비스는 센서의 성능과 정밀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데이터를 취득하는 기능으로 입력 값인 AWS(Auto weather system)의 실

시간 수상의 환경데이터와 OWC에 설치된 수중의 환경(유향, 유속, 수심 등) 데이터는 제어에 의해 출력 값인 최종보고서가 생성

된다. 제어 요소로는 시험장 운영규정 및 로드맵, 시험의뢰서, 일기예보, 해양장비에 대한 투입 전후 체크리스트(Pre & post diving 
check list), 장비와 센서에 대한 운용규정으로 정의했다.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메커니즘 요소로는 서비스 제공자인 파력발전 

시험장, 고객, 기존의 3차원 해저 지형데이터, 시험에 사용하는 해양장비(Vehicles & sensors), 고정된 타겟 구조물 그리고, 처리용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다. 한 단계 하위 수준은 Fig. 12와 같이 A1(센서시험 계획), A2(센서 검교정), A3(센서 데이터 취득), A4(시
험데이터 분석 및 평가), A5(최종보고서 생성)의 5개 활동으로 구성했다. 각각의 활동은 ICOM의 흐름에 의해서 상호 연결되며, 
이러한 활동은 절차로 표현되어진다.
본 절에서는 해상 파력발전시험장에서 다양한 해양장비 운영에 필요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IDEF0 모델링 방법을 선정했

으며, 절차의 초안을 수립했다. 그 결과 파력발전소 시설에 AWS와 수중환경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망으로 실시간

Fig. 10 IDEF0 box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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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0 diagram of multipurpose technical scientific service

Fig. 12 A0 diagram subdivided from A-0 diagram

전달하는 것, 시행 전 인근 해역의 해저 지형도 및 해저 인공 구조물의 형상 및 위치 정보제공 그리고, 시험장 운영규정 및 로드

맵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취득자의 관점에서 IDEF0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임을 밝히며, 향후 파력시

험장 관리자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실해역 실험 프로세서에 대한 연구와 개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4. 해양장비 실험환경 적합성 분석 

자율무인잠수정이나 원격조종무인잠수정의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성능 시험은 대형 수조나 호수, 만(Gulf)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해 환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온누리호(KIOST, 2019b) Research vessel(R/V)이나 이사부호(KIOST, 2019c) R/V 등을 

이용하여 동해, 태평양 등의 먼 바다로 나가 실험을 수행한다. 본 절에서는 기존 사례와 파력시험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OWC 시
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도출하였다. 

4.1 국내 기존  사례와의 차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해양장비 및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AUV, ROV 등을 비롯하여 ASV 역시 개발되고 있으며, 관련 응용 기술 역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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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런 플랫폼과 기술의 개발 과정에서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은 필수적이며,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선박이나 시

설이 요구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자율무인잠수정(AUV) 이심이100(Jun et al., 2009)과 이심이6000(Lee et al., 2012), 해미래 ROV, 크랩스터 

ROV에 대한 성능 실험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선박의 지원을 받아 성능시험을 수행한 바가 있

다. 공기 중 무게가 대략 20kg 내외였던 소형 AUV 이심이100인 경우는 1~2명이 협력하여 소형 어선 등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Fig. 13). 
공기 중 무게가 750kg에 이르는 이심이6000 AUV과 4톤에 육박하는 해미래 ROV의 경우에는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진수 및 

인양을 하였다(Fig. 14). 이런 경우에는 진·회수 공간이 크레인 작업 반경 내로 한정되게 된다. 이 외, 실험 참여자들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이용한 사무 공간을 구축하며, 잠수정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플랫폼을 수정, 보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동해나 태평양 등 먼바다에서의 실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온누리호 등의 연구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Lee et al., 2016)(Fig. 15), 해저 

보행 ROV인 크랩스터를 실험할 때에는 바지선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Jun et al., 2017)(Fig. 16). 파력시험장은 이러한 연구선 및 부두 환

경하고는 차이가 있게 된다.

Fig. 13 ISiMI 100 AUV experiments using a small boat

Fig. 14 Launch and recovery of ISiMI 6000 AUV and Hemire ROV using a crane in a port

Fig. 15 Hemire ROV system on Onnuri R/V (Baek et al., 2012)

Fig. 16 Crabster ROV system on the barge (Jun et al., 2015a; Jun et al.,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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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파력시험장 특성

본 해역은 호수, 만의 환경과 동해 및 대양의 실해역 환경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장목 1호 급의 선박으로 한림항에서

는 40여 분, 애월항에서는 1시간 10여 분이 편도 시 소요된다. 시험 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예정된 해상 작업 및 타 선박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상교통량이 적다고는 하나, 계절 및 어획량 등에 따라서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역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Fig. 17 Deck space of the OWC

Table 3 General conditions and preference levels for marine equipment test-sites

Item Offshore Onshore
OWC R/V Port Seashore

Operation

Op. 1 3 5 5 4
Op. 2 5 5 5 2
Op. 3 5 5 5 2
Op. 4 3 4 5 3
Op. 5 3 4 5 2

Support

Sp. 1 4 3 4 2
Sp. 2 3 4 3 2
Sp. 3 3 3 5 4
Sp. 4 3 3 5 3

Item Description

Op. 1
1. Operator support facility
 - 24hours operation (Kitchen & bads)
 - 12hours operation (Day work)

Op. 2
2. Power & communication
 - Electricity from ground
 - Wired & wireless communication

Op. 3
3. CCTV & surveillance
 - Monitoring for operation and sea state
 - Surveillance for warehouse and facility

Op. 4
4. Washing and maintenance
 - Fresh water
 - Space for maintenance

Op. 5
5. Launch and recovery system
 - Crane, A-Frame, J-Frame
 - Peripheral devices such like power generators

Sp. 1 6. Berth of support vessels
 - Barge, boat, etc

Sp. 2 7. Mobility of support vessels

Sp. 3
8. Accessibility
 - Sea state
 - Installation & disassemble

Sp. 4
9. Accessibility to land resources
 - Repair and replacement
 - Manufacturing such like milling or drilling

5: Best, 4: Good, 3: Average, 2: Bad, 1: 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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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C는 전기를 공급하고, 통신을 중계해 줄 수 있다. RTK(Real time kinematic) GPS를 설치하면 위치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LoRA(Long range low-power wide-area network)망이 설치된다면 10km 내외까지 무선통신망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을 비추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되면, 원격지에서도 실시간으로 날씨 및 해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적절한 실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에는 데크(Deck)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Fig. 17)이 있으며, 내부에는 사무는 물론, 장비의 유지, 
보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수심은 10m에서 60m까지 분포하며, 포설된 케이블은 랜드마크(Landmark)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파력시험장이 설치된 위치이니만큼 파력에너지 밀도는 높은 편이다. 
온누리호급의 연구선과 비교하면, 전원 공급과 통신 중계, 해황 모니터링 등에서는 대등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연구선은 

숙식까지 해결 가능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파력시험장은 아직 그렇지는 못하다. 또한, 연구선은 장비 등의 진수·인
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나, 이 역시 파력시험장은 아직 구축 준비 중에 있다. 해상 및 육상 시험장에 대하여 

운용 및 지원시설 측면에서 장·단점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크게 운용(Operation) 분야와 지원(Support) 분야로 나누었고, 운용분야는 5개의 세부 항목, 지원분야는 4개의 세부 항목으로 다시 나누

었다. 비교 장소로는 연구선(R/V), 부두(Port), 해변(Seashore)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비교 장소에 따른 아이템별 편의성을 정량화하였다. 
점수는 5점 만점으로 5점이 최고(Best)를 뜻하며, 1점이 최하(Worst)를 뜻한다. 정량화 과정은 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휴리스틱하게 

도출한 것이므로, 실험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시설의 장·단점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
Op. 1은 운용자 지원 편의 시설(Operator support facility)이다. 24시간 운용에 있어 숙식 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12시간 운용

에 있어서 주간 시간대 작업 편의성을 뜻한다. 연구선(R/V)과 부두가 제일 선호되며, OWC는 보통 수준이다. 아직 숙식과 취사, 
화장실에 대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Op. 2는 전원과 통신의 중계 또는 공급에 관련된 사항(Power & 
communication)이다. 육전(Electricity power supply from land/ground)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많은 경우에 있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로 유·무선 인터넷, LTE(Long-term evolution) 등의 지원이 있다면, 관련 정보 입수, 데이터 

분석 등에 유리하다. 이에 OWC는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Op. 3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와 보안

(CCTV & Surveillance)에 관한 것이다. CCTV는 침입자 파악 등의 보안 요소도 있지만, 대형의 연구장비 구동에 있어 다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OWC는 다수의 CCTV설치가 가능하다. Op. 4는 실험 장비에 대한 세척과 정비 

공간(Washing and maintenance)에 관한 것이다. Op. 3와 Op. 4에서 OWC는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Op. 5는 장비의 

진·회수 시스템(Launch and recovery system)이다. OWC에서는 바로 바다로 진출할 수 있지만 아직 중장비를 진·회수하기 위한 지원 

시설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Sp. 1은 지원모선의 고정(Berth of support vessels) 용이성에 관한 것이다. OWC와 부두가 이런 점

에서는 유리하다. Sp. 2는 지원모선의 이동(Mobility of support vessel)이며 지원모선 자체의 이동성과 장비 분실 시 회수 지원에 

관한 것이다. 바로 이동이 가능한 연구선이 유리하며, OWC는 그에 비하면 불리한 조건이다. Sp. 3는 실험 해역까지의 접근성

(Accessibility)이다. 우천, 파고 등의 해황상황 변화에 따른 실험 인원의 진입과 철수 용이성을 포함한다. Sp. 4는 육상 자원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to land resources)이다. 장비의 예상치 못 한 고장 및 수리에 있어 가공 또는 수리 업체, 대체품 구매가 얼마나 

용이한가와 관련된 것으로 부두가 매우 유리하며, OWC는 보통이라 볼 수 있다.

4.3 활용 가능 분야/사업

본 시설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파랑에너지 기반 이동형 무인시스템 시험 평가

파랑에너지를 이용하는 해상 이동 무인시스템 또는 이동형 파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성능 시험 및 평가이다. 무인이동체의 진·회
수를 위한 접안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무인이동체의 위치 추적, 원격 제어, 모니터링 등을 위한 통합 관제소로 활용 가능하다.

(2) 웨이브 글라이더를 이용한 파력시험장 및 주변 환경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파력시험장 발전량 예측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파랑에너지를 이용하는 웨이브 글라이더를 이용한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다. 글라이더는 파력시험장의 안정적인 발전량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파력

시험장은 웨이브 글라이더의 통합 관제소로 활용될 수 있다.
(3) 국내 해양계측센서 성능 시험 및 평가

파력시험장에 다양한 센서를 구비하여 센서의 성능검증과 표준 운영절차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파력시험장이 공급하는 전원 

및 통신을 활용하여 인근에서 활동하는 조사주체에 통신, 위치 보정, 실시간 환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포설된 해저케이블을 

랜드마크로 한 수중탐사임무나 항법 등의 수색 성능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4) 해양 무인이동체의 단독 및 군집 운용 성능 평가 지원 체계

파력시험장은 무인이동체의 관제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향후 RTK GPS가 설치되면 위치 기준점으로서의 역할과 각 이동체

의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수중 통신 네트워크 성능 평가 지원 체계

수중 통신 기술은 일대 일 통신을 넘어 3개 이상의 노드에 대한 네트워크 구현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실해역에서의 성능 

시험 수요 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 시험장은 하나의 노드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해상·육상 통신의 중계 및 위치 

기준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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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력시험장 1번 정박지 OWC 주변을 해양 장비의 성능 시험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적합성에 대하여 선행 연구

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장목 1호를 승선하여 애월항 및 한림항에서 파력시험장 해역에 접근을 하였다. 대표적인 해저 매

핑 센서인 다중빔 음향측심기와 단일빔 스캐닝 소나를 직접 운용하면서 향후 해양 장비의 시험장으로 활용될 때 요구되는 조건

을 알아보고, 파력시험장 수중 하부구조와 주변 해저 환경에 대한 지형 정보를 확보하였다. 확보된 지형정보는 향후 지형 변화 

등을 조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본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를  IDEF0 기법을 이

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모델링 결과를 통해 향후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위험요소와 기술투입 중복 요소를 최소화 하는데 사용되며, 추가 실험에서 발생된 피드백으로 모델을 

수정 및 보완함으로서 완성도 높은 표준 절차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 시험장의 특

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가지 분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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