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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접이식 문풀의 개폐장치 및 그 문풀 개폐장치를 구비하는 다이빙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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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국문)
기술명(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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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접이식 문풀의 개폐장치 및 그 문풀 개폐장치를 구비하는 다이빙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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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본 발명은 다이빙 보트 선체의 메인 데크 중간에 잠수(潛水) 및 입퇴수(入退水) 게이트인 문풀
기술 개요
및 특징

이 수면과 통하도록 형성되어, 다이버의 잠수 및 입퇴수를 용이하고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는
계단 접이식 문풀의 개폐장치 및 그 문풀 개폐장치를 구비하는 다이빙 보트에 관한 것임.
국문

문풀, 개폐장치, 다이빙 보트

영문

moonpool, switchgear, diving-boat

핵심 키워드

대표
도면

청구항 1.
좌현과 우현에 각각 좌현 동체(10)와 우현 동체(22)가 형성되며, 상기 좌현 동체
기술 세부내용

(10)와 상기 우현 동체(20) 사이에 위치하는 메인 데크(30)의 중간 부분에 수면(水
面)과 연통하는 문풀(40)이 형성되는 쌍 동형의 다이빙 보트에서, 다이버의 잠수
및 입퇴수를 가이드 하기 위하여 상기 문풀(40)에 개폐 가능하게 설치되는 계단
대표
청구항

접이식 문풀의 개폐장치로서,
상기 메인 데크(30)의 상면에 일단 부가 회동 가능하게 축(111) 결합하는 어퍼 회
동 플레이트(110); 상기 어퍼회동 플레이트(110)의 타단 부에 회동 가능하게 축
(121) 결합하는 제1 회동 플레이트(120); 상기 제1 회동 플레이트(120)에 회동 가
능하게 축(131) 결합하는 제2 회동 플레이트(130); 상기 제2 회동플레이트(130)에
회동 가능하게 축(141) 결합하는 제3 회동 플레이트(140); 상기 제3 회동 플레이트

(140)에 회동 가능하게 축(151) 결합하는 제4 회동 플레이트(150); 상기 제4 회동
플레이트(150)에 회동 가능하게 축(161) 결합하며 중간에 가이드 핀(162)이 형성되
는 버텀 회동 플레이트(160); 상기 축(111, 131, 151)과 상기 가이드 핀(162)의 양
단부가 삽입되어 슬라이드 되기 위한 슬라이드 슬롯(171)이 형성되는 한 쌍의 가
이드 레일(170); 및 상기 축(111)을 중심으로 상기 어퍼 회동 플레이트(110)를 회
동시키면서 상기 문풀(40)을 개폐할 수 있도록 상기 메인 데크(30)의 상면에 설치
되는 엑츄에이터(180)를 포함하는 계단 접이식 문풀의 개폐장치.
• 문풀 사용 시에는 계단 접이식 문풀의 개폐장치를 개방하고, 문풀 비사용 시에는 계단 접이
기술의 효과

식 문풀의 개폐장치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되, 계단 접이식 문풀의 개폐장치를 문풀 하부에
계단형태로 설치하여 다이버의 잠수 및 입퇴수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며, 문풀을 통해 해수
가 보트 내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여 메인 데크 상에 있는 다이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

TRL
기술의 구현 수준
Ÿ 수중레저산업 활성화
Ÿ 레저선박 관련 소재 부품 개발 / 다이빙 보트 및 다이빙 장비
Ÿ 레저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시설 확대 / 마리나 산업 육성

응용분야

기술의 차별성
및 장점

문풀이 선체의 메인 데크 중간에 형성되어, 다이버의 잠수 및 입퇴수를 용이하고 안전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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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동형 다이빙 보트의 문풀 개폐장치

5. 기술 및 시장동향

[해양레저선박의 종류]

기술동향

[기술분야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해양레저선박은 연관 산업의 품목에 따라 다양한 기술 적용이 가능한 융합기술 분야로,
중소형 레저선박, 슈퍼요트, 해양레저 시설 및 레저장비, 크루즈선 등을 포함하며, 주요
핵심 기술로는 선형 설계기술, 선체소재/복합재료 가공 및 조립기술, 엔진 추진기술, 리
깅류 부품설계 제작기술, 구조경량화 및 최적화설계기술, 인테리어 설계 및 유닛 제작기
술, 승선 감 향상, 진동소음 저감 기술, 선박안전/편의 기술 등을 포함함.
• 국제해사기구(IMO)는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총량 규제 제도인 ‘선박제조연비지수(EEDI)’
규제를 도입했으며, 노르웨이 선급협회(DNV)와 Grieg Star社는 기존 선박에 비해 연료
사용량이 30% 이상 저감된 하이브리드 선박을 개발함. DNV의 하이브리드 선박은 세계
적 공신력을 갖는 선급회사가 직접 개발을 수행하고 경제성과 기술적 안정성이 인증되었
다는 점에서 세계 선박 및 해운 업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50~60% 수준으로, FRP 가공기술, 원가관
리기술, 생산관리기술 및 제품개발 기술만 60%이상이고, 제작기술을 포함한 나머지 기술
은 50%이하로 미흡한 수준임.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비교할 때 국
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주요 부품의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
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료와 설계, 디자인, 생산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고른 기술 발전이 필요함.
• 국내 업체인 STX조선해양은, 선박시장의 친환경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비용을 최대 절반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는 ‘STX
GD(Green Dream) 에코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삼성중공업과 한진해운은 선박 연료

소모량을 최대 15% 까지 절감할 수 있는 ‘선박 통합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공동개발 중임.
• 해외 해양레저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데 부담 없는 산업
으로 일찍 정착하였고, 이들 국가들은 해양레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레저 생활
을 이어갈 인프라, 제품 생산의 기준이 되는 수요와 공급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단계에
진입한 상황으로, 미국의 경우, 세계 레저보트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레저보트 제조 산업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임.
• 레저선박 관련 해외 주요 업체로는 미국의 Sea Ray, Carver Yachts, 영국의 Sealine Ltd,
Sunseeker International, Princess Yachts, Fairline Boats, 이탈리아의 Ferretti Yachts,
Pershing S.p.A, Azimut, Rodriguez Group, 브라질의 Schaefer 등이 있음.

[주요 국가의 레저 선박 보유 대수]

[레저용 선박 세계시장규모]

• 국제해양산업협의회 및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세계 레저 선박 보유수
는 2,840만 척으로 파악되며, 북미와 유럽이 수요∙공급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호
주와 뉴질랜드가 아메리카스 컵 우승 이후 시장점유율 확대 중으로 2014년 레저 선박보
목표시장 동향

유수 3천만 대를 넘어서며, 2017년에는 생산척수가 100만대 수준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
되고, 레저용 선박 세계시장규모는 2010년부터 평균 21.6%씩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약
480억 달러(한화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집계함.
•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전략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레저 선박 수는 2005년 4,178척에서
2010년 8,232척으로 2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2만 5,700척으로 증가해 약 7,000억 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중소 조선 업체들이 요∙보트 건조업이나 관련 산업에 본격 나서고 있으며, 선진국형
조선업인 레저 선박 쪽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임. 이는 대형 선박 발주량이 크게 준 탓에
값싼 인건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까지 시장에 진입하며 중소 조선 업체들로서는 사업 다
각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레저선박 시장의 85% 이상을 북미와 유럽이 점유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지
역이 최근 요∙보트 관련 인지도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
시아에서는 일본의 정체 속에 중국이 2013년 17만 척의 레저선박을 수출하는 등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20년께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국내 수상레저면허 취득자 수는 총 15,059명으로, 2010년 11,500명 대비 연평균 5.5% 증가와
같은 국내 해양 레저 관광 수요의 점진적 증가로 인한 레저 선박업계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음.

해당 기술의
사업성 및
향후 전망성

•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 요∙보트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정부에서도 레저선박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조선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방안으로 레저선박의 중과세 부과 대상의 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 국산 레저선박의 구
매 부담을 낮추고, 레저선박 대여업의 허가 기준도 5톤 이상 선박에서 2톤 이상 선박으로 낮추어
해양레저선박 시장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어 레저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