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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해양에서의 치를 고정하고자 할 경우에 용되는 자동 치 제어 시스템을 개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치제어목 을 하여 제어유닛의 설계하고 개발하 다. 개발된 결과는 한강 인공섬

에 용하여 개발내용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ABSTRACT

We develpoed auto winch control which will be applied when we want to fix ship or marine structure in the ocean. In this 

paper, an effort has been made to design and develop a control unit for Winch control purpose. Developed result shows usefulness 

when it is applied to Han-river floating island.

키워드

Floating Island, Load cell, Mooring system, Load tension, GPS

인공섬, 로드셀,, 선박계류시스템, 부하장력, GPS

Ⅰ. 서 론

최근 다양한 해양구조물이나 특수선박의 건조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해양구조물이나 선박을 부

두정박용이나 해상계류용 는 해양구조물의 자기

치보존을 한 시스템, 즉 자동 으로 자기 치를 유

지하는데 필수 인 Auto Winch System이 필수 이

며 고부가가치 시설물이다. 외국의 경우  winch 제

어시스템은 유명 회사에서 유럽각지나 일본등지에서 

부품별로 구매, 조립 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양한 방법의 시스템과 남극탐사선인 한국

의 아라온호에 용되고 있는 방식인 엔진제어를 통

한 DP(dymanic Positioning) 시스템까지 개발, 매

하고 있다.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310

따라서 winch 제어시스템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련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고정  기술의 향상, 외 

품질 경쟁력 확보  수입 체효과를 가져왔다.[1]

여러 자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조선업은 건

조량  수주량에서 이미 세계 제1 의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산업의 발 과 더불어 선박뿐

만 아니라 국제 인 조선경기의 불황이 측되는 시

에서 한국에서는 특수선과 해양시추선등 고부가 해

양구조물 등의 수주를 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

다. 

한국조선 회는 특히 조선업계가 지난 수주호황으

로 형 컨테이 선이나 LNG선 등 가격이 비싼 석박

을 치로 수주 략을 구사함에 따라  이같은 고부가

선박의 건조비 이 2009년도 18.5%에서 2015년에는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상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산업의 발 과 더불어 부가 인 련 

기술개발을 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일익을 담당할 것

으로 단된다.

Ⅱ. 본 론

2.1 치결정 알고리즘

Auto Winch 제어시스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

로 수행한다.

첫째, 선박의 재 치 설정 후 GPS에서 수신된 

치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변 된 치만큼 치이

동을 수행하는 동작을 실행하 다.

둘째, GPS에서 수신된 치정보  각 치에 걸

리는 하 정보  길이정보에 의한 자동제어를 구

하며 수 계 정보에 따른 치를 연속 제어하여 실시

간 자동 조 토록 구 한다.

셋째, 기 의 치 설정 후 GPS에서 수신된 치

정보와  틀릴 경우 치이탈 경보를 발생하며, 정해진 

자동 조 기능이 작동되어 즉각 체가 되도록 구성

한다. [2]

그림 1. GPS 응용 치제어
Fig. 1 Winch control with GPS application

2.2 각 모듈별 구성 

한강 인공섬은 3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섬에는 GPS로부터 받은 신호를 이용하여 

치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각 섬간의 상 치와 섬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치에서는 재 받고 있는 장

력의 크기를 상시 으로 표 하고 있다. 설정된 인공

섬 사이의 거리를 정하진 거리 내에 있을 때에는 정

상으로 표 되며 일정거리를 넘어가면 험표시가 나

면서 치가 힘을 가하여 정상 치로 돌아오도록 설

계되어 있다. 각 섬의 정 앙에서의 X,Y 축의 거리 

표 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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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서 치제어와 감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듈을 구성한다.[3][4]

그림 2. 치제어감시시스템
Fig. 2 Winch monitering system

그림 3. 정보감시시스템
Fig. 3 Information monitering system

Winch별 Length, Tension정보를 실시간 달 받아 

운 자에게 식별이 용이하게 화면을 구성하고, Winch 

상세 구동 황을 도식화, 수치화 표시하여 독이 용

이하게 화면을 구성한다. Winch Panel 에서 송된 

length정보, tension정보를 한계치 간의 연 계를 

그래 로도 표시하 다.[5]

그림 4. 치제어를 수행하는 통합모듈
Fig. 4 Total module for winch control

2.3 앙 제어시스템

앙 제실에서 2.1에서 구하여진 치 정보를 이

용하여 목표물체의 제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기술을 개발하 다.

- Load Cell이 탑재된 Auto Winch Control 

System 개발

- Auto Winch Control System 에는 LOAD CELL

의 장력(tension)에 한 정보를 이용한 무선 데

이터 송 시스템 개발

- 풍량, 수심(Depth of water)에 한 센서 정보를 

A/D 하고, ZigBee에 탑재하기 한 구동 s/w 

개발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구성하여 

센서들간의 통신 장애시 네트워크 재구성

- 실시간 auto winch 부하 정보 감시용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개발

- GPS응용 Auto Winch 제어시스템 설계, 제작

- 다 화된 통합 USN 설계, 제작

- 다 화된 통합 GUI, HMI 앙 제어모니터링 시

스템 설계, 제작

Ⅲ. 연구 개발 내용

그림에서는 한강 인공섬에 한 체 화면이다. 한

강 인공섬 3개 에서 그 에서 1 이 월등히 크며 

주요 치제어를 수행할 부분이다.

각 섬에는 GPS 수신기가 부착되어 있고 화면에서

는 1섬에서 수신되는 GPS 성수를 표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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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치를 알기 하여서는 GPS이론에 따라 최

소한 4개의 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야 한다. 이

는 최소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 으로는 화

면에서와 같이 10개 이상의 성신호를 받아서 처리

한다.

그림 5. 한강 인공섬 치제어합모듈
Fig. 5 Total contrl module for floating island

정하여진 가교거리정의에 따라 winch를 이용하여 

각각의 인공섬의 치를 제어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

지하도록 하는데 항상 정해진 계산에 따라 인공섬을 

풀었다 당겼다 반복하며 작업을 실시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치가 재 수행

하고 있는 장력 값과 그 결과의 길이 값을 표 하고 

있다. 그림의 경우, 1섬에서의 4개의 치가 작동하는

데 1 치는 4.34ton을 장력을 주어 -1.07m를 이동하

게 한다. 

여기서 +, _는 단지 방향의 표 이다. 마찬가지로 

치2에서는 4.04ton의 힘으로 -0.9 m를 이동하게 

한다. 

이러한 4개의 치가 조합 으로 항상 작동하여  

인공섬 체의 x,y축의 방향을 항상 제어하게 설계하

다. 오른쪽의 각 치 운동상태를 좀 더 정 하게 

표 되어 있는데, 요한 유압작동유의 온도나 치클

러치, 이크, 비상장력, 작용장력 등이 화면으로 표

되게 하 다.

그림 6. 한강 인공섬 치 표
Fig. 6 Floating island position 

각 섬에서의 좌우거리, 후거리, GPS수신 성 수, 

GPS 성 처리수, 인공섬에 설치되어 는 GPS수신기

의 상 거리와 그 수신기의 치를 알 수 있는 방 각

등의 정보가 상세히 표  될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 화면은 각 섬의 치를 수치상으로 모니터링 하

여 정확한 재 치  상태를 감시할 수 있게 한다. 

화면의 란색 원은 정상 치를 나타내며 빨간색 

원은 섬의 재 치를 나타낸다.

(사진 캡쳐 당시에는 3섬이 수리 보수 인 계로 

정 치에서 히 벗어나 있다.)

Ⅳ. 실험 결과

Load Cell 오차를 악하기 하여 자체 성능분석

을 수행한 결과가 다음의 도표에 표 되어 있다. 결과

의 신뢰도를 하여 먼  주 기업에서의 자체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정리하 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한강 인공섬에 설치된 300톤 하 시험기에서 설치된 

60톤의 로드셀을 상으로 0톤에서 80톤까지 20톤씩 

하 을 증가시키면서 하 을 테스트하 다.

0톤에서 80톤까지 20톤씩 증가시키면서, 하 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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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결과 60톤까지는 목표치 오차범 인 0.5% 내에 

모든 데이터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정격하  60톤

의 로드셀을 오차율의 신뢰도를 보이기 하여 80톤

까지 상향시켜 테스트한 결과, 기계   기 인 신

뢰도를 보여 을 알 수 있다.

표 1. 60톤 로드셀 측정값(편차 량)
Table 1. 60 ton load cell test 

DISPLAY

량

1회 

편차 량

2회

편차 량

3회

편차 량

4회

편차 량

5회

편차 량

평균

편차 량

 0 Ton 0.00 Ton 0.00 Ton 0.00 Ton 0.00 Ton 0.00 Ton 0.00 Ton

20 Ton 0.01 Ton 0.05 Ton 0.01 Ton 0.02 Ton 0.05 Ton 0.03 Ton

40 Ton 0.03 Ton 0.02 Ton 0.04 Ton 0.03 Ton 0.03 Ton 0.03 Ton

60 Ton 0.02 Ton 0.03 Ton 0.05 Ton 0.02 Ton 0.02 Ton 0.03 Ton

80 Ton 0.01 Ton 0.03 Ton 0.02 Ton 0.03 Ton 0.04 Ton 0.03 Ton

량 0.01 Ton 0.03 Ton 0.02 Ton 0.02 Ton 0.03 Ton

- 편차 량은(DISPLAY 량 - TEST 량)

표 2. 60톤 로드셀 측정값(오차)
Table 2. 60 ton load cell test

DISPLAY

량

1회 

편차 량

2회

편차 량

3회

편차 량

4회

편차 량

5회

편차 량

평균

편차 량

 0 Ton 0 0 0 0 0 0

20 Ton 0.00050 0.00250 0.00050 0.00100 0.00250 0.0014

40 Ton 0.00075 0.00050 0.00100 0.00075 0.00075 0.0075

60 Ton 0.00033 0.00050 0.00083 0.00033 0.00033 0.00464

80 Ton 0.00125 0.000375 0.00250 0.000375 0.00500 0.00325

평균 0.00056 0.00145 0.00117 0.00117 0.00172

의 표에서와 같이 5번에 걸친 TEST결과 가로

의 오른쪽 끝에 표 되어 있는 반복오차는 부 목표

치인 0.5%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 세로 의 아래쪽에 표 되어 있는 상 오차는 

부 목표치인 0.5% 안에 포함되어 있다. 표에서는 

gps 좌표값을 읽은 목표치의 x축과 y축의 오차를 시

간추이에 따라 표 된 것이며 5개의 샘 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으로 인공섬의 치는 정량  목표는 

1.5M 이지만 상시 인 오차는 0.1M내에 존재한다. 

인공섬의 치는 치로 항상 제어하고 있기 때문

에 정량 인 목표치에 도달하기 에 이미 제어되고 

있는 것을 보여 다. [5]

도표에서는 측정값의 일부분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는 각 해당 하 별로 백여개의 데이터를 처리하 다. 

처리방법은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결과처리의 

신뢰성을 높 다. [6]

그림 7. 부하장력 측정값
Fig. 7 Measurement vlaue for auto tension

상시 상황에서는 섬의 직선  치 이동보다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 방향으로 섬이 회 을 하게 되는 

것을 시운  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섬에 설치

된 4개의 치를 상호 연동시켜 동작 할 수 있도록 

동조 로그램을 추가 하 다.

인공섬이 회 하는 경우 한 정량 목표치 내에서 

제어 할 수 있다.

다만, 하계에 발생하는 폭우나 홍수의 경우에는 섬

의 안 상 이유로 인원의 출입이 지되며 치 제어

를 하지 않는다. 섬의 이동이 많은 만조 수 에서 

치 제어를 실시할 경우 치 손  섬의 침수가 

상 되므로 치는 FULL OVER 모드로 동작하여 

이크를 100% OFF 한다. FULL OVER 모드에서는 

섬과 바닥( 일링)에 설치된 다량의 형 체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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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유실을 막는다. Auto Tension 동작 최  작동율

은 30%이내에서 문제없이 작동되도록 설정되어있다.  

M1, M2, M3, M4 의 4개의 로드셀에서 측정된 3가지

의 데이터는 각각 24시간동안 측정한 것으로 최  

30%이상의 하 에도 작동함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winch 제어시스템 개발로 해양구조물, 선박의 

Auto Winch 제어시스템에 한 기술을 확보

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을 완 히 국산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는 부품의 수

입 체에 따른 외화 감 뿐만 아니라 유사 시

장에서 국제 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단된다.

(2) 해양구조물, 선박의 Auto Winch 제어시스템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련부품의 국산화 개발에 확 용으로 

련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이에 따라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수입 체 효과가 발

생될 것이다.

(3) 부두계류용 해양구조물, 선박의 Auto Winch 

제어시스템뿐만 아니라 해상계류용 해양구조물, 

선박의 Auto Winch 제어시스템  해양구조물

의 치제어시스템에도 응용 가능하다.

(4) 독자 인 설계,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응용

하여 다양한 해양구조물 즉, 해상 침매터 공사

와 세계 으로 심을 갖고 있는 부유인공섬

(Floating Island)의 안정 인 치제어에도 제

안한 기술들이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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