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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본 기술은 한국해양대학교 최형식 교수의 특허문헌으로 공지화한 “구형 휠 타입의 ROV 주행
장치와 이를 구비한 구형 휠 타입의 ROV“ 기술에 관한 것임

Background
□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심해자원 탐사 및 개발용 무인잠수정
이다. ROV는 모선(mother ship)에 마련되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되어, 사람이 작
업하기 힘든 해저 환경에서 해저 자원의 탐사, 침몰된 선박의 인양작업, 해저 케이블 설치, 각
종 수중 구조물의 설치 및 수리 등을 수행한다.
□ ROV는 수중에서 탐사 및 각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추진장치를 비롯한 다양한 장치
들을 탑재하고 있으므로 중량이 매우 크다. 해저면에 도달한 ROV는 유영을 통해서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해저면에 접한 상태로 이동하기 위한 별도의 ROV 주행장치가 필요하다.
□ ROV 주행장치를 이용하면 해저면에 접한 상태로 ROV를 정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작업
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ROV 주행장치의 일례로 캐터필러를 들 수 있다. 캐터필러는
ROV의 하부에 마련되며 유압모터와 같은 별도의 구동장치를 통해서 구동하며, 그 크기가 크
고 무겁다는 문제점이 있다.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기술은 구형 휠 타입의 ROV 주행장치와 이를 구비한 구형 휠 타입의 ROV이다. 별도의 구
동장치 없이 ROV 본체에 구비되어 있는 추진장치로부터 해저면을 주행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게 되므로 그 구조가 간단하며 경량화, 소형화 가능하다. 아울러 승강장치에 의하여 대차가
상승하면 지지다리가 해저면을 지지하면서 위치가 고정되므로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
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도면 1

Fig. 2.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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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7-0020955(2017.02.16.) / 10-1883663(2018.07.25.)
□ 명칭 : 구형 휠 타입의 ROV 주행장치와 이를 구비한 구형 휠 타입의 ROV
□ 패밀리특허

출원건수

US
-

JP
-

EP
-

WO
-

기타
-

합계

-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6), 독립항(2), 종속항(4) : 단일참조(3) / 다중참조(1)
Exemplary Claim
추진장치를 구비한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본체 ;
상기 ROV 본체의 하부에 고정되는 몸체 프레임과, 상기 몸체 프레임에서 하방으로 연장되어 형성
되는 복수의 지지다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몸체부 ;
상기 몸체 프레임의 하부에 마련되는 대차 프레임과, 해저면에 접한 상태로 자유롭게 회전될 수 있
도록 상기 대차 프레임에 마련되는 적어도 3개 이상의 구형 휠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대차 ;
상기 구형 휠의 저면이 상기 지지다리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상방이나 하방에 위치하도록 상기 대
차를 상하방향으로 승강시키는 승강장치 ;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형 휠 타입의 ROV.

시장

Technology & Business Trend
Business Trend

현황

수중로봇 시장 현황 및 전망
□ 수중로봇은 다양한 민수용 사업 확대 및 군사용 등으
로 적용분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수중로봇 시장은 로봇 자체(ROV 및 AUV) 시장뿐만
아니라 수중건설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는 해양 구조
물 시장이 함께 수반되어 있음
□ 마켓리서치 전문기업 MarketsandMarkets의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수중로봇(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시장은 2017년 26억 9,000
만 달러(약 3.3조 원)에서 2022년 52억 달러(약 5.9조
원)로 연평균 14.1% 성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IDTechEx Homepage 2014]

□ 국내에서 ROV 연구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미
로’가 있으며, 6,000m급 심해탐사용 목적으로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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