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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데크 조명을 이용한 알람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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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본 발명은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헬리데크(Helideck)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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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히 헬리데크에 설치되는 LED 조명을 개별 제어하여 항공 기상정보를 조종사
에게 시각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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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외부 기상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를 입력받는 기
대표

상정보 입력부와, 헬리데크에 헬리콥터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헬리콥터 확인부

청구항 와, 헬리데크 주변의 풍향을 측정하여 검출하는 풍향 검출부와, 상기 헬리콥터가
헬리데크로 접근되면, 검출되는 기상정보, 풍향정보를 이용하여, 알람패턴정보 DB
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정보별 알람 패턴 중 검출된 기상정보 및 풍향정보와 서

로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알람 패턴을 검출하는 패턴 검출부와, 상기 패턴
검출부에서 검출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알람 패턴을 검출 또는 조합 및 결합하여
헬리데크 조명의 LED 개별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조명 구동부와, 상기 조명 구동
부에서 전달되는 헬리데크 조명의 LED 개별제어 신호를 통해 검출된 알람 패턴으
로 헬리데크 조명을 발광시키는 LED 조명부와, 기상정보, 풍향정보에 따라 헬리데
크 조명의 색상, 휘도, 문자, 숫자, 기호 중 적어도 하나의 표시를 갖는 서로 다른
알람 패턴을 미리 저장하고 있는 알람패턴정보 DB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이때, 상
기 알람패턴정보 DB는 기상정보에 따른 시인성 정도에 따라 복수의 레벨로 휘도
정도 및 색상을 서로 다르게 분류된 알람 패턴과, LED 조명부의 깜빡이(점멸) 또
는 순차적인 점멸 방식을 통한 방향성 유도를 갖는 알람 패턴과, 풍향의 평행한
방향으로 헬리데크에 나타나는 H 마크를 LED 조명부로 표시하기 위한 알람 패턴
과, 비상알람 등을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기호를 나타내는 알람 패턴을 저장
하며, 상기 LED 조명부는 상기 알람패턴정보 DB에 저장된 알람패턴을 이용하여
헬리데크에 나타나는 H 마크를 상기 풍향 검출부에서 검출된 풍향의 방향과 평행
한 방향으로 표시하여 헬리콥터가 헬리데크에 착륙 시에 풍향의 방향과 헬리콥터
의 이착륙 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헬리데크 조명을 이용한 알람 시스템.
본 발명에 따른 헬리데크 조명을 이용한 알람 시스템 및 방법은 마크와 써클이 명확하

Ÿ

게 식별되도록 함은 물론, 헬리데크 조명의 LED 개별제어를 통해 색상, 휘도 표시는 물
론, 문자, 숫자, 기호 등 다양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보다 능동적인 헬리데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특히, 풍향, 이착륙 방향, 그리고 비상알람 등을 헬리콥터의 조

기술의 효과

종사가 정확한 가이드 할 수 있어 착륙시 정확하고 안전한 착륙을 유도할 수 있음. 이
처럼, 본 발명에 따른 헬리데크 조명을 이용한 알람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헬리콥터
의 착륙을 보다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게 되어 헬리데크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각종 착륙 안전사고를 저감할 수있게 됨.

T
R
L
기술의 구현 수준

Ÿ

야간에 헬리콥터를 운영할 경우 헬리콥터의 승하선을 위하여 측방향으로 빛을 조사하
는 플러드 라이트(Flood light)와 페리미너 라이트(Perometer light) 만으로는 헬리데크
상부에 페인팅된 H 마크와 터치 다운/포지셔닝 마킹 써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

문 제 점

문에 헬리콥터의 조종사가 정확한 착륙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및

해 결 방 안

Ÿ

종래의 헬리데크에 구성되는 조명은 H 마크와 터치 다운/포지셔닝 마킹 써클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도록 하여 헬리콥터의 조종사가 정확한 착륙 위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온/오프만으로 구동하는 단순한 조명의 기능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그 사용상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문제가 있음.

헬리콥터가 헬리데크로 접근 할 경우,

Ÿ

패턴 검출부를 통해 입력되는 기상정보
및 풍향정보를 이용하여 알람패턴 정보
DB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정보별 알람
패턴 중 검출된 기상정보 및 풍향정보와
서로 매칭되는 알람 패턴을 검출하며,
조명 구동부를 통해 검출된 알람 패턴을
검출 또는 조합 및 결합하여 헬리데크
조명의 LED 개별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LED 조명부를 통해 전달되는 헬리데크
조명의 LED 개별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검출된 알람 패턴으로 헬리데크 조명을
발광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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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및 시장동향

기 술 동 향

[헬리데크 LED 조명]

Ÿ

[헬리데크 광 반도체 조명]
LED 조명에서 광 반도체 조명으로 헬리테크 조명기술이 발전됨. 종래의 헬리데크 조명
은 할로겐 램프나 수은 램프 등과 같은 조명기구의 빛을 이용하였으나 헬리데크의 마
크와 써클에 장착시, 헬리콥터의 이착륙 방해로 인하여 LED 조명으로 대체하였고, LED
조명의 경우 빛의 직진성이 강하고 헬리콥터 조종사의 시야에 눈부심을 일으키는 문제
점으로 인해 헬리데크의 조명 관련 규정의 만족과 빛의 직진성, 넓은 배광 분포를 형성
하여 시각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헬리데크용 광 반도체 조명이 개발됨.

Ÿ

현재는 헬리데크 조명을 단순히 LED로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풍속, 풍향 등의 기상정보
를 활용하여 헬기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헬리데크에 착륙할 수 있도록 조명을 제어

하는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음

Ÿ

본 기술은 헬리데크 조명 제어에 관한 기술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의 헬
리데크뿐만 아니라 선박의 헬기착륙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고층 빌딩과 같이
육상의 헬기착륙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대표적인 목표 시장으로는 해양플랜
트 시장 및 신조선 시장을 꼽을 수 있음.

(자료 : Clarkaon)

[한중일 3국의 수주량 추이]
목표시장동향

Ÿ

2017년 11월까지 한중일 3국의 선박 수주 실적 중 한국의 수주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
서 3국의 점유율이 75%까지 회복 되었으며 중국, 일본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다소 하
락하였음. 과거 88% 내외였던 한중일 3국의 수주점유율은 2016년 크루즈선의 호황으로
인하여 유럽의 점유율이 상승하여 67.9%까지 하락하였으나 2017년 일반상선의 발주증
가로 인해 11월말 75.3% 까지 회복함.

Ÿ

한국은 2017년도 탱커, 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수주를 기반으로 전년도 점유율을
16.6%에서 2017년 11월 누적 기준 29.4%로 30%의 점유율을 대부분 회복함.

Ÿ

2015년 중국정부에서 조선산업을 10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므로서 중국 조선산업은
장기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내 대형 조선사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경
우, 한국 조선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 Kian Zi Chew, Global Subsea Market Outlook from an Asia Pacific Perspective, 2014. 06)

[세계 해양 E&P 지출전망(2014~2018)]
Ÿ

해양플랜트 시장은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해양플
랜트 시장도 함께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됨. 2009년부터 세계 해저 석유, 가스의
E&P(Exploration and Production) 지출은 연평균 7.7%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지출 규모는 3,068억 달러에 이르고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Ÿ

국내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 수주액을 8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등 국내 수행비율을 60% 높이기로 목표로 하여 10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기
술개발을 적극 지원함. 해양플랜트 시장이 상승할수록 선박과 해양플랜트에 설치되는
헬리데크 시장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Ÿ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물자 수송 및 사람의 이동을 위해 헬레데크와 같은 헬기착
륙지역이 설치되고 있으나, 특히 야간의 경우 단순히 LED를 이용한 조명 설치만으로 헬
기착륙을 유도하여 헬기 조종사가 돌풍 등으로 인한 착륙지역 주변의 기상상황을 정확
히 인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본 기술의 헬리데크 조명을 제어하여 위험
상황에 대해 알람 패턴을 제공하는 기술을 적용한다면 해상에서의 헬리콥터 착륙시 풍

해당 기술의
사업성 및 향
후
전 망 성

향, 이착륙방향, 비상알람 등으로 인한 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시장에 진입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 성공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됨.
Ÿ

본 기술은 조명기술에 ICT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 글로벌 헬리데크 시장에서 본 기술이
접목된 헬리데크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로 사업 확장성 또한 우수한 기술이라 볼 수 있음.

Ÿ

현재 국내에서 헬리데크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몇몇의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본 기술이 접목된 헬리데크가 개발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입이
쉬워 질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