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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용 텔레스코프 타입 갱웨이의 상하동요 보상시스템
1. 판매희망 기술정보
기 술 명 (국 문 )
기 술 명 (영 문 )
기 술 분 류

해양플랜트용 상하동요 보상시스템
VERTICAL DISPLACEMENT PAYBACK SYSTEM FOR TELESCOPE TYPE GANGWAY OF
MARINE PLANT
대분류

H
기계

H10

중분류

조선/해양시스템

소분류

H1008
해양구조물/설비기술

2. 지식재산권정보
출 원 번 호
출

기 술
및

원

인

개 요
특 징

핵심 키워드

10-2015-0180158

등

록

번

호

10-1716366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공

개

번

호

-

 해양플랜트용 텔레스코프 타입 갱웨이의 상하동요 보상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파랑으
로 인한 선체의 히빙(heaving) 동작시 광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하여 갱웨이의 변
위를 신속히 측정하고 보상하여 갱웨이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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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구항 1.
해양플랜트용 텔레스코프 타입 갱웨이의
상하동요 보상시스템으로서, 갱웨이 또는
상기 갱웨이를 지지하는 데크에 설치되어..
(이하중략)
상기 필터부를 통과한 보정부의 출력값을 f

기술 세부내용

_gyro(i)라 하면 상기 보정부의 출력값 f_gyr
o(i)은 수학식 4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해양플랜트용 텔레스코프 타입
갱웨이의 상하동요 보상시스템.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해양플랜트용 텔레스코프 타입 갱웨이의 상하동요 보상시스템은 파랑으로 인한 선체의
기술의 효과

히빙(heaving) 동작시 광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하여 갱웨이의 변위를 신속히 측정
하고 보상하여 갱웨이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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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웨이의 상태정보를 고려한 동적 위치 유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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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 선박의 의장시스템 기술의 중소기업형 기술로드맵]
 위험물질을 운송 및 하역하는 LNG 이송 혹은 추진선박 및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운용
안정성 확보에 대한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선박 접안 및 계류 통합감시
시스템(DMIS)'은 대부분 덴마크 등에 수입에 의존
 육상에 비해 고정밀, 고신뢰도를 가지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IT기술을 접목하여 사
용자의 편의를 갖춘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입 대체 효과 및 수출을 통
한 고부가가치 실현 가능
 선박과 부두를 연결해 승객의 승하선을 돕는 장치인 갱웨이 타워에 무선으로 엘리베이
터 승하차조절이 가능하도록 원격장치를 장칙 및 방폭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 개발되는
등 기술융합에 대한 연구 확대

목표시장 동향

출처 : Douglas-Westwood, World MMO Market
Forecast 2015-2019

메탈코리아

 A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플랜 유지보수 및 개량, 운영(maintenance, modificaton
and operations : MMO) 시장은 5년간(2015~2019년) 4,81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그 중 해양플랜트 개량시장은 26.7%인 약 1,2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해양플랜트 개량(modification)은 유지보수(maintenance)와 구분되는데, 유지보수가 운영
중인 해양플랜트를 검사(inspection), 수리(repair), 유지(upkeep) 하는 활동이라면, 개량
은 해양플랜트의 성능을 최적화(optimization) 또는 향상(upgrade) 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해양플랜트 개량시장은 2014년에 약 244억 달러였던 시장규모가 2017년에 322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여, 2018년 340억 달러, 2019년 26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됨
 국내 조선소들이 고부가 선박인 LNG운반선, 드릴쉽 및 부유식 원유저장운반하역설비
(FPSO_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등의 특수설비 수주에 주력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동제어설비 및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시장도 급격히 증가하게 됨.
 DPS가 적용되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로는 쓰러스터를 이용하여 자기 위치 제어를 수행
할 필요가 있는 드립쉽, 쇄빙선, 드릴링 리그, 셔틀 탱커, FPSO, LNG-RV, 극지 항해 화
물선, 여객선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선박이 포함 되며, 이와 관련된 자동제어설비 및 자동
화 시스템에 대한 시장도 급격히 증가함.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선종 위주의 건조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 역시 드릴쉽이나 쇄빙선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종 위주로 전개 될 것으로 전망.
 최근 세계 조선·해양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은 국제규정의 강화로 해양환경을 보호하
고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CO2) 감축 추진 움직임을 고려하여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선박
자동화 개발은 매우 중요해짐.
해당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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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망 성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위치에 있으나, 조선기자재산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
므로 고부가가치선박용 기자재 및 핵심기자재, 선박의 자동화∙안전성∙경제성 제고를 위
한 기자재를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고자 함
 세계 조선산업은 한국·중국의 양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로 인해 고효율/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력이 높은 국내 대형 조선
소들의 수주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경쟁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선박
자동화시스템 DPS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