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모형 산학과제 리스트
2019. 5. 9 (목) / 연구기획팀
No.

1

연구소

생산
기술

연구실

용접

과제명 (영문명)

박판 스테인리스 용접을 위한 저항 심 용접
기술 개발

개발기간
2020.01~
2020.10
(10개월)

개발목표

타당성
연구 선수행

제안자 및 연락처

O

052-203-8617

• 기술개발 목표
- 용접속도 ≥1,100 mm/min
- Joining ratio ≥100%

윤성욱 책임
yoon@hhi.co.kr

- Expulsion ratio ≤5%
• 기술개발 목표
- 용접재료별 용접조건에 따른 PMZ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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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기술

용접

Ni강 용접부의 부분 용융역(PMZ)이 용접부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2020.01~
2020.12
(12개월)

PMZ성분, 상분석, 생성 폭과 분포(BOP 각 4조건

이재희 책임

이상)

052-203-9920

- PMZ에 따른 기계적 물성 영향도 안전성 평가방법 및

jywon1018@hhi.co.kr

기술 제안: 1개 이상
- PMZ가 용접부 물성에 미치는 영향 규명
• 기술개발 목표

3

생산
기술

도장방식

방오성 수지로 설계된 자기마모형 방오 도료
개발

2020.01~
2021.12
(24개월)

- 단량체 합성률 ≥50%

손성모 책임

- 마모율 ≥3 ㎛/월(23℃, 20knot)

052-203-9971

- 방오성능 ≤0.1 %(동물성 파울링 발생 면적)

smchem91@hhi.co.kr

- 도막 경도(Type E) ≥95
- 하도 부착력 ≥4A (ASTM D3359)
• 기술개발 목표

4

5

생산
기술

자동화

생산

생산

기술

시스템

작업 영역내 장애 요소 인식 및 경로 생성을
위한 SLAM 기술 개발

임의 2D다각형 및 3D블록 형상의 공간배치
알고리즘 개발

2020.03~ - MAP 생성시간 ≥20 m2/min
2021.06

- 작업시 이동 속도 ≥10 m/min

(16개월)

- 작업 누락 영역 ≤5 %

2020.03~
2021.08
(18개월)

이창훈 책임
052-203-1996
chlee1987@hhi.co.kr

- 반복 작업 오차 ≤1 %
• 기술개발 목표
- 면적활용률: 80% 이상
- 2D공간배치 수행 리드타임: 1분/회 이내

이동하 책임
O

052-203-3961
dongha@hhi.co.kr

- 3D공간배치 수행 리드타임: 3분/회 이내
• 기술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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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생산

기술

시스템

2020.01~ - 블록ID 인식 정확도: 인식률 99% 이상
실시간 적치블록 정보 자동집계 기술 개발

2021.06

- 블록크기 인식 정확도: 최단거리 오차≤0.5m

(18개월)

- 블록위치 인식 정확도: 위치오차≤0.5m

이상호 책임
O

052-202-4599
sangholee@hhi.co.kr

- 정보 수집 처리시간: ≤1 min
• 기술개발 목표
- 분자량 ≥ 140

7

생산
기술

2020.01~
신소재

극저온탱크 폴리우레탄 단열재용 발포제 개발

2020.12
(12개월)

- Boiling point ≤ 15 ℃

송은하 책임

- 가스 열전도율(@20℃) ≤ 10

052-203-9970

- GWP(지구 온난화 지수) ≤ 150

songdada@hhi.co.kr

- ODP(오존 파괴 지수) = 0
- 상(Phase @20℃) = 액상
- Solubility in PU = Soluble
• 기술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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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지능기계

기술

PM

비파괴 검사 방식을 이용한 블록 내부 보강재
위치 검출 기술 개발

2020.01~ - 센서 크기: 10×10×10 이내 (mm)
2020.12 - 두께 측정 범위: 1 ~ 200 (mm)
(12개월)

한휘영 주임
031-210-9636
hweeyoung.han@hhi.co.kr

- 두께 검출 해상도: 0.1 mm 이내
- 검출 데이터 통신 주파수: 5 Hz~
• 기술개발 목표
- 영상처리 속도: FHD 영상 기준 60FPS 이상

9

생산

지능기계

기술

PM

용접 아크 환경에서 특징점의 동작 인식 및
궤적 추적 알고리즘 개발

2020.03~
2021.08
(18개월)

- 인식 가능한 형상: 용접 토치 용접선 (선분)

정다운 주임

- 센서 HW 크기/무게: 250mm×100mm×100mm 이내

031-210-9656

/0.5kg 이하

jdauning@hhi.co.kr

- 거리 인식 오차: ±1mm 이하
- 인식 가능한 평면간 최소 단차: ±8mm 이하
- 특징점 위치 오차: ±1mm 이하
• 성과 창출목표
- 딥러닝 기반 화학반응 메커니짐을 통한 배기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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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열에너지

기술

시스템

딥러닝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화학반응 예측 솔루션 개발

2020.01~
2021.12
(24개월)

• 기술개발 목표
- NOx : Tier 3 규제 만족

윤승희 책임
O

031-210-9562
shyoun@hhi.co.kr

- SOx 배출량 ≤ : 0.5% 이하
- CO2 : EEDI phase 3 만족
- 메탄슬립 저감율 ≥ 80% 저감
- 블랙카본 저감율 ≥ 90% 저감
• 성과 창출목표
- 바이오 오일 저장 및 공급 시스템: 바이오 에멀젼
제조, 저장, 이송 및 연료공급 조건 만족
- 바이오 디젤/중유 공급시스템: 연료 저장/공급시스템
부식/산화 방지 및 연료공급 조건 만족
- 바이오 가스 공급시스템 :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바이오 가스 혼합 및 연료 저장/공급 조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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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열에너지

기술

시스템

2020.01~
선박 엔진용 바이오 연료 저장 및 공급 시스템 설계

최낙철 책임

2021.12

• 기술개발 목표

(24개월)

- 바이오 오일 저장 및 공급 시스템
ㆍ에멀젼 입자크기 ≥40 μm
ㆍ에멀젼 산가 ≤15 mgKOH/g
- 바이오 디젤/중유 저장 및 공급 시스템
ㆍ산가 ≤15 mgKOH/g
- 바이오 가스 저장 및 공급 시스템
ㆍ메탄 ≥70 v/v %
ㆍ황화수소 ≤0.05 v/v %

O

031-210-9599
nakchul@hhi.co.kr

No.

연구소

연구실

과제명 (영문명)

개발기간

개발목표

타당성
연구 선수행

제안자 및 연락처

O

031-210-9560

• 성과 창출목표
- 선박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PM 및 BC
저감에 적합한 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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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열에너지

기술

시스템

선박용 미세먼지 및 블랙카본 저감 기술개발
연구

2020.01~
2021.12
(24개월)

- 선박의 공간적 특수성에 적용 가능한 저감 설비
구축 자료로 사용

정다희 주임
daheejung@hhi.co.kr

• 기술개발 목표
- PM 저감율 ≥50%
- BC 저감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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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화공

기술

시스템

AI를 이용한 LNGC/FSRU HILS통합제어로직
최적화

2020.01~
2021.12
(24개월)

- 압력손실 ≤0.01 bar
• 기술개발 목표

곽동훈 책임

- AI를 이용한 LNGC/FSRU HILS통합 제어로직 최적화

031-210-9525

: 적용 전 5개월 소요(FSRU) -> 적용 후 3개월내 달성

kdh1175@hhi.co.kr

목표
• 성과 창출목표
- 수소연료 추진선의 안정적인 수소 연료 공급을 위한
LOHC 적용 기술 개발(저비용 LOHC 탈수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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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화공

기술

시스템

2020.01~
수소선박 적용을 위한 LOHC 활용기술 개발

2021.12

권수형 주임

개발)
O

- 선박 탑재 모듈 기본 설계

(24개월)

031-210-9517
shkwon@hhi.co.kr

• 기술개발 목표
- 탈수소에너지(20년 LCCA 기준): 9kWh/kgH2(목표)
- LOHC 선박 탑재 모듈 기본 설계안 도출: AiP 획득
• 기술개발 목표
- 친환경/원가절감형 해양플랜트 설계를 위한 CO2/

15

에너지

화공

기술

시스템

친환경/원가절감형 해양플랜트 설계를 위한 CO2/메탄
올 전환 기술 개발

2020.01~
2021.12
(24개월)

메탄올 전환기술 개발
ㆍ해양플랜트 CO2 배출량 90% 이상 절감
ㆍ메탄올 생산 원료로 활용 가능한 촉매기반 전환기술

김유리 책임
O

031-210-9514
yuri1205@hhi.co.kr

개발
ㆍ메탄올 자체 수급을 통한 저장공간 50% 저감 및
MEG 시스템 삭제
•성과창출 목표
- 당사 설계 선박 내 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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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스템

기술

안전

2020.01~
머신러닝(ML) 기반의 최적 탈출 경로 예측 기술 개발

2021.12
(24개월)

제로화

김민주 주임

- 안전성 제고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031-210-9518
mjk@hhi.co.kr

• 기술개발 목표
- 머신러닝 기반 최적 탈출 경로 예측 모델
정밀도 ≥ 90%
• 성과 창출목표
- 선체 블록 치수 정도의 계측 시간 절감이 가능한
선택적 레이저 스캐닝 기술 개발 또는 대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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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기술

생산역학

선체 블록 정도 고속/고정밀 계측 기술 개발

2020.01~ - 블록 정도 계측 수치 정확도 확보 및 블록 탑재 공수
2021.12
20% 이상 절감
(24개월)

김현수 책임
O

031-210-9571
hs_kim@hhi.co.kr

• 기술개발 목표
- 블록 당 계측 시간: 5.0 M/H 이내
- 선택 영역 이외 데이터 후처리 시간 zero화
- 기존 소키아 광파기 계측 정확도 동등 이상 (3mm)
• 성과 창출목표
- Face sheet와 계면 박리 강도 확보가 가능한
극저온용 샌드위치 복합재료 코어용 elastomer
열팽창 계수 제어 기술 개발
o

C의 극저온에서 구조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샌드위치 복합재료용 코어 재료 개발
(Face sheet: 9% Ni 강/plywood)

- 영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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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기술

생산역학

극저온용 샌드위치 복합재료 코어재의 열팽창
계수 제어 기술 개발

2020.01~
2021.12
(24개월)

이동주 책임
O

031-210-9626
djlee11@hhi.co.kr

• 기술개발 목표
- 최적설계 온도: - 163oC
- 계면 박리 강도(@-163oC): 전단 15.0MPa
- 기계물성(@-163oC): 인장 19.5Mpa, 압축:
33.5 Mpa
• 성과 창출목표
- 전력 소요 패턴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개발
- 운항 모드별 전력 소요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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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전기정보

기술

제어

운항데이터 기반 전력 계통 최적화 및 부하
예측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

- 대형상선(컨테이너선, LNG)전력계통 설계 최적화
2020.01~ - 부하 예측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로직 개발
2020.11
(11개월)

김상현 책임
031-210-9536
sanghyun_kim@hhi.co.kr

• 기술개발 목표
- 전력 소요 패턴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개발: 데이터
테이블 설계 1식
- 전력계통 설비 원가 개선 > 10%
- 연료소비량 개선 > 7%
• 성과 창출목표
- LNG 운반선 IAS 제어 로직의 신뢰성 향상

20

기반

전기정보

기술

제어

선박 통합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신뢰성
검증 기술 개발

2020.01~ - 선박 IAS의 독자 모델 개발 기반 기술 확보
2020.12
(12개월)

이경춘 주임
031-210-9542

• 기술개발 목표
- 제어 로직 설계 및 검증 Tool 1식
- 제어 시스템 모델링 1건

kc_lee@hhi.co.kr

No.

연구소

연구실

과제명 (영문명)

개발기간

개발목표

타당성
연구 선수행

제안자 및 연락처

• 성과 창출목표
- 함정 체계 통합 검증을 위한 주요시스템 모델링
21

기반

전기정보

기술

제어

디지털 트윈 기반 함정의 통합 제어 시스템
검증 기술 개발

2020.01~ - 가상 시운전 및 체계 통합 기술 개발

장연욱 책임

2021.12
(24개월)

031-210-9545
• 기술개발 목표

hijyy@hhi.co.kr

- 시스템 모델링: 3건 이상
- 시운전 공수 절감 > 5%
• 성과 창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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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전기정보

기술

제어

LNG 운반선 안벽공기 단축을 위한 통합
Virtual commissioning 절차서 개발

2020.01~
2020.12
(12개월)

- 통합 commissioning을 위한 통합 HiLS 구축
- 안벽 공기 단축을 위한 통합 테스트 절차서 개발

정형준 책임
hyungjun.jeon@hhi.co.kr

• 기술개발 목표
- 통합 테스트 절차서 1건
• 성과 창출목표
- 전기추진제어시스템 시스템 구성, 인터페이스 개발
- 전기추진제어시스템 로직 개발 (Speed Control
Mode, Power Control Mode)
- 저압/고압 추진 드라이브 연계 가능 전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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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전기정보

상용 추진드라이브 연계 운전 가능한

기술

제어

범용 전기추진 제어시스템(EPS) 개발

2020.01~
2021.11

제어시스템 개발, 시뮬레이션 기반 추진 드라이브

김상현 책임

제어 검증

031-210-9536

(23개월)

sanghyun_kim@hhi.co.kr
• 기술개발 목표
- 전기추진제어시스템 시스템 구성, 인터페이스 개발:
설계도 1식
- 전기추진제어시스템 로직 개발: 로직도 1식
- 시뮬레이션 < 2%
• 성과 창출목표
- CFD S/W(Star-CCM+)와 연동이 가능한 계류해석
프로그램 개발 (Low frequency damping / Offset /

24

기반
기술

미래선박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가상수치수조 계류
모델 개발

2020.01~
2021.12
(24개월)

계류력 추정)

이병혁 책임
031-210-9612

• 기술개발 목표

leebh@hhi.co.kr

- 계류해석(코드) 모듈 ≥1 개
- 상용S/W 대비 오차 ≤5%
- 해석/이론 매뉴얼 ≥2 개
- 해석 병렬화: 1CPU for 1 line (H/W)
• 성과 창출목표
-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 기반 VIV 하중평가
모델 및 응답저감 기술 개발

25

기반

해양

기술

시스템

구조물 변형을 고려하는 풍하중 와류 기인 진동
저감 기술 개발

2020.01~
2021.12
(24개월)

오민한 책임

• 기술개발 목표

052-203-9341

- FSI 해석 모델 ≥1 개

ohminhan@hhi.co.kr

- 선행연구(모형시험) 대비 오차 ≤10 %
- 경험식 기반 설계의 한계 분석 ≥5 개
- FSI 모형시험 및 검증 결과 ≥1 개
- VIV 저감 방안 ≥3 개
• 성과 창출목표
- IR 해석을 위한 주요 해석모듈 개발/구축 및 통합 IR

26

기반
기술

특수성능

수상함 적외선 스텔스 해석 기술 개발

해석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구축 또는 해석절차 수립
2020.01~ - 다양한 변수에 따른 IR 신호 특성 파악
2021.12
(24개월)

• 기술개발 목표

권순범 연구
O

052-203-6106
sbkwon@hhi.co.kr

- 주요 해석모듈 개발/구축: 3건 이상
- 다양한 변수 영향에 따른 IR 특성 Database 확보:
3건 이상
• 성과 창출목표
- 매우 두꺼운 이중 곡 외판의 자동 곡 성형을 위한

27

기반

선체정도

인공지능 기반 선박 이중 곡 외판 자동

기술

솔루션PM 냉간성형 기술 개발

2020.03~
2021.02
(12개월)

인공지능 기반의 하이브리드(냉간 및 열간) 성형 공정
설계
• 기술개발 목표

진형국 책임
031-210-9669
hkjin@hhi.co.kr

- 이중곡 냉간 성형 탄성 복원 예측 정도: 90% 이상
- 하이브리드 이중공 곡 성형 정도: 95% 이상
• 성과 창출목표
- 밀집 해역 내 다수 선박에 대한 충돌회피 기술
28

기반

인공지능

기술

PM

2020.01~ - Hi-CASS내 탑재를 통한 개발기술 실증
선박 밀집 해역 내 충돌회피 기술 개발

2021.12
(24개월)

우주현 책임
031-210-9528

• 기술개발 목표

jhwoo4@hhi.co.kr

- 4대 이상 동시 충돌회피 성공률: 99% 이상
- 고려 가능 상황인자 수: 5개 이상
• 성과 창출목표
- 전용호선 3척에 대한 항해시스템 가상-물리시스템
모델링
29

기반

인공지능

기술

PM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기반 고신뢰성
자율항해 기술 개발

2020.01~ - CPS 테스트 실증 3회
2021.12 - 데이터 기반 상태예측 테스트 실증 3회
(24개월)
• 기술개발 목표
- 전용호선 탑재: 3척 이상
- CPS 테스트 실증: 3회 이상

우주현 책임
031-210-9528
jhwoo4@hhi.co.kr

No.

연구소

연구실

과제명 (영문명)

개발기간

개발목표

타당성
연구 선수행

제안자 및 연락처

• 성과 창출목표
- 2차 방벽 접합 용 PU 접착제 국산화
- 접착제 재료비 30% 절감
- 접착 후 경화시간 최소화로 공기 단축
- 설치 공수는 기존 접착제 사용 시와 동일하게 유지

30

선박

선박의장

멤브레인 타입 LNG 탱크의 2차 방벽 용 PU
접착제 개발

2020.01~ • 기술개발 목표

김용태 책임

2021.12

- 인장강도 ≥3MPa (25℃) (≥30Mpa (-170℃))

02-746-5633

(24개월)

- 전단강도 ≥10MPa (25℃) (≥10Mpa (-170℃))

yongtd@hhi.co.kr

- 사용환경 영향(전단강도) ≥10MPa (25℃)
- 2차방벽 접착강도(전단강도)≥4MPa (25℃)
≥7Mpa (-170℃)
- 2차방벽 접착강도(인장강도)≥3MPa (25℃)
≥7Mpa (-170℃)
- 기밀성 ≤1 mbar/h
• 성과 창출목표
- TRO(total residual oxidant, 총 잔류 산화제) 농도
계측 메커니즘 개발 및 측정 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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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시스템성능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연구실

살균제 농도 계측을 위한 센서 개발

2020.01~
2021.12
(24개월)

- TRO 농도 계측값 신뢰성 검증
- TRO 농도 계측값 실시간 측정 방법 개발
• 기술개발 목표

김홍원 책임
052-202-5626
khw007@hhi.co.kr

- 2020년 : TRO농도 센서 개발(기존대비 가격 30%
절감)
- 2021년 : 실증 시험 및 센서 인증 획득(국내외)
• 성과 창출목표
- 고농도 차아 염소산 나트륨 제조를 위한 고전류
밀도 전극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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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시스템성능
연구실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2020.01~

고농도 차아염소나트륨(살균제) 제조를 위한

2020.12

고전류밀도 전극 개발

(12개월)

- 저농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생성억제 검증
- 기존대비 전해조 크기 소형화(30%이상)
• 기술개발 목표

김홍원 책임
052-202-5626
khw007@hhi.co.kr

- 2020년 : 고순도(50,000~100,000ppm)의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생산하는 전극 개발

33

34

엔진

엔진

최적설계

최적설계

표면경화처리 대체 코팅 및 표면 처리 적용
기술 개발

프로펠라 ASE대체기술 개발

2020.01~
2020.12
(12개월)

- 효율 : 85%이상(효율=염소발생율/소모전력)
• 기술개발 목표
- 경화 처리 대체 코팅 기술 적용 가능성 평가
(Feasibility test)
- 기술 적용 부품 수명 검증(Engine test)
• 기술개발 목표

이향 주임
052-202-7901
Hyang.lee@hhi.co.kr

2020.01~ - 와류발생기 설계 및 평가 기술의 정확도 확보
2020.12
: 와류주파수 5% 오차이내 (실증시험 대비)

031-210-9647

(12개월)

will@hhi.co.kr

- 운전범위 이내, 공진회피 기술의 정확도 확보

김영훈 책임

: 공진회피율 10% 이상
• 기술개발 목표
- 엔진 특성 및 주위 환경에 따른 PID 게인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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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디지털
트윈

모델기반 엔진 제어 파라미터
자가 튜닝 알고리즘 개발

튜닝 알고리즘 도출
2020.01~ - 엔진 전주기 동안의 최적 제어 파라미터 자동 튜닝
2020.12 - 제어 대상: 속도 제어, 공연비 제어, 가스압력 제어
(12개월) - 주요 개발 사양

정창민 책임
052-202-7521
jcm5568@hhi.co.kr

ㆍ대상엔진 : 4행정 이중연료엔진 (실린더 지름 :
22~35cm)
ㆍ엔진속도 : 최대 450 ~ 1000 rpm
• 성과 창출목표
- Duel Fuel엔진 탑재 가능한 EFI Controller H/W 및

36

엔진

디지털
트윈

2020.01~
EFI (Electronic Fuel Injection) Controller 개발

2021.12
(24개월)

S/W 개발
• 기술개발 목표
- EFI Controller의 H/W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최항섭 책임
052-202-8589
hschoe@hhi.co.kr

- EFI Controller의 S/W 개발(Firmware 개발)
- 기존 양산 W사 제품 인젝션 기능 대비 동등 성능
• 기술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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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디지털
트윈

2020.01~
모델 기반 제어 프로그램 개발 Framework 구축

2021.12
(24개월)

- 모델 기반(Stateflow) SW Library 구축
- MATLAB Embedded Code 및 PLC Coder의 함수
단위 자동 소스 코드 생성 설정 확보
- 자동 생성된 소스 코드와 모델 기반 SW의 정합성

김재희 주임
052-202-8514
jhkim83@hhi.co.kr

검증 Report 확보
38

엔진

디지털
트윈

선박내연기관NOx 농도 측정용
센서 개발

2020.01~
2020.12
(12개월)

• 기술개발 목표
- 2020년 NOx 계측센서 상품화 기술

표준호 차장
052-202-9594
jhpyo@hhi.co.kr

• 성과 창출목표
- 힘센 엔진 기반 전기추진 시스템 패키지 표준 설계
도출
39

엔진

디지털
트윈

힘센엔진 전기추진 패키지 표준
설계

2020.01~

윤현숙 책임

2021.12

• 기술개발 목표

(25개월)

- 전기추진시스템의 주요 구성품 특성 및 전망 분석을

031-210-9632
yoonhyeonsook@hhi.co.kr

통한 기본 구성안 도출
- 대상 선박의 운전 특성 기반 기본 설계 도출
- 통합 시스템 성능 최적화 기반 표준 설계 도출
• 성과 창출목표
- 전기추진시스템 실증설비 구축 및
시스템 평가 기반 수립
40

엔진

디지털
트윈

2020.01~
2MW급 전기추진 패키지 실증설비 개발

2021.6
(18개월)

윤현숙 책임
• 기술개발 목표
- 2MW급 전기추진시스템 실증설비 구축 설계 및
계통 해석 기반 성능 평가
- 다양한 Energy source원에 대한 확장성 보유
- 전기추진시스템 평가 기반 수립

031-210-9632
yoonhyeonsook@hhi.co.kr

No.

연구소

연구실

과제명 (영문명)

개발기간

타당성
연구 선수행

개발목표

제안자 및 연락처

• 성과 창출목표

41

현대

회전기기

일렉

연구개발

2020.01~
내압 방폭형전동기의 폭발압력 저감기술 개발

2020.10
(10개월)

- 폭발압력 저감 설계 적용으로 방폭형 전동기 경량화 달성

이준엽 책임
031-289-5062

• 기술개발 목표

lee.joonyeob@hyundai-

- 기존 대비 폭발압력 저감율 ≥40%

electric.com

- 기존 대비 외함 중량 감소 ≥30%
• 성과 창출목표
- 카메라를 이용한 작업면 형상 측정 기술 개발
(측정 정밀도 ≤10mm, 해상도 ≤5mm)

42

건설
기계

선행기술

굴삭기 작업면 형상 인식기술 개발 및 시스템 사양
설계

2020.01~
2021.12
(24개월)

- 작업면에 대한 측량정보와 이미지 정보 동기화 기술 개발
- 임베디드 제어기 및 인터페이스 사양 설계

이상훈 책임
031-329-5375
sanghoon.lee@hyundai-

• 기술개발 목표

ce.com

- 지면과 버켓 선단 상대위치 측정 해상도 ≤5mm
- MG 실 측정 정밀도 ≤10mm
- 작업면 형상 측정 정밀도 ≤10mm
• 기술개발 목표
1) 1차년도
- 위치정보 누적 오차 ≤100 mm
43

로보
틱스

제어
플랫폼

2020.03~
SLAM 알고리즘 기술 개발

연구

2022.02
(24개월)

정인환 책임

- 각도정보 누적 오차 ≤2°

031-289-5317

- 충돌 회피 100%

123inani@hyundai-

2) 2차년도

robotics.com

- 위치정보 누적 오차 ≤10 mm
- 각도정보 누적 오차 ≤1°
- 충돌 회피 100%
• 성과 창출목표
- 모터 고장진단을 위한 상태감시 인자 확보
- 모터드라이브 고장전조 인자 확보
- HRMS2.0 구동부 (모터/모터드라이브) 고장진단 기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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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틱스

제어
플랫폼
연구

머신러닝 기반 산업용 로봇 구동부 고장진단
모델 개발

2020.03~
2022.02
(24개월)

강창순 책임
• 기술개발 목표

031-328-7178

1) 1차년도

kangcs@hyundai-

- 모터 고장진단 인자: 4개

robotics.com

- 모터드라이브 고장전조 인자: 2개
- 국내 특허 출원: 2개
2) 2차년도
- 모터 고장진단 정확도 ≥80%
- 국내 특허 출원: 1개

45

로보
틱스

제어
플랫폼
연구

모바일 로봇 관리를 위한 Fleet Management
시스템 개발

정하정 책임

2020.03~ • 기술개발 목표

031-289-5313

2021.02

- 최대 관리 대수: 최대 100EA

(12개월)

- 실시간 모니터링 지연 시간 ≤0.2 sec

trust75@hyundairobotics.com

• 성과 창출목표
- 5G 분산환경에서 운용되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탑재하는 유연하며 개방성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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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틱스

제어
플랫폼

2020.03~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위한 개방 분산형 플랫폼 개발

연구

2022.02
(24개월)

- 다양한 사업분야 확장과 미래고객 창출을 위한 기반을

김병남 책임
031-289-5314

구축

bnkim@hyndairobotics.com

• 기술개발 목표
- 시스템 로봇 운용 수: 10EA(1차), 30EA(2차)
- 동시제어 로봇 수: 1EA(1차), 3EA(2차)
- 지능형 서비스 솔루션: 1개 이상
- 협업 프로세스 구축: 환경 및 방법론
• 성과 창출목표
- 당사 Hi6 제어기에 적합한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사양, 조작 사양의 결정
-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연동 사양 및 기술

47

로보

응용제어

틱스

연구

그래픽 기반 로봇 프로그래밍 환경과 모듈화
기능의 설계

2020.01~
2020.12
(12개월)

최원혁 책임

확보

053-670-7231
asoe72@hyndai-

• 기술개발 목표
- 경쟁사 사양 조사: 사양 비교검토서

robotics.com

- 기능 사양 설계
- S/W 구조 설계: 기본설계서 (블록도, UML 등)
- 텍스트 언어 연동 방안 설계, 구현: 기본설계서
프로토타입 S/W
• 성과 창출목표
- 딥러닝 기반 검사 방법 확보
48

로보

응용제어

틱스

연구

2020.01~ - 고객사 현장 적용으로 당사 로봇 시스템 분야 매출 증대
딥러닝 기반 검사 비전 기술 개발

2020.12
(12개월)

• 기술개발 목표
- 검출 정확도: 97~99%

김대식 책임
031-289-5272
daesik.kim@hyundairobotics.com

- 측정 속도 ≤1 sec
• 성과 창출목표
- 태스크 기반 최적경로 알고리듬 탑재한 시뮬레이션 및
실시간 제어에 활용 가능한 PC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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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응용제어

틱스

연구

2020.03~
태스크의 최적 로봇 모션 계획 기술

2022.03

• 기술개발 목표

(24개월)

- 최적 경로 알고리듬: 3종
- 최적 경로 생성 계산시간: 1 sec 이내(Intel i7기준)
- 지령생성 계산시간: 10 usec 이내(Intel i7기준)
* ㎲ = usec

류시현 책임
053-670-7233
join0709@hyundairobotics.com

No.

연구소

연구실

과제명 (영문명)

개발기간

개발목표

타당성
연구 선수행

제안자 및 연락처

• 성과 창출목표
- 브레이크 마모 진단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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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로봇

틱스

제품기술

로봇 진단 KIT 개발

- 모터수명 진단 KIT
2020.01~ - 하네스 케이블 진단 KIT
2021.12
(24개월)

• 기술개발 목표
- 브레이크 마모 진단: 기능확보(2020)

김헌국 과장
053-269-7133
kimhk7@hyundairobotics.com

- 모터수명 진단: 기능확보(2020)
- 하네스 케이블 진단: 기능확보(2021)
• 성과 창출목표
- 산업용 로봇의 소음 및 진동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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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틱스

기구연구

공차 해석을 이용한 산업용 로봇의 소음 및
진동 저감 설계

2020.01~
2021.12
(24개월)

유재상 주임

• 기술개발 목표
- 규격(ASME Y14.5M-1995)을 기반으로 당사 도면 검토
- DFC구성 및 공차 민감도 및 기여도 검토

053-670-7172
jsyou@hanmail.net

-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공차 설계
- 공차 설계 전/후 성능 비교 시험 진행
• 성과 창출목표
- 주행안정성을 확보한 모바일 플랫폼 개발
- 주행안정성 성능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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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틱스

기구연구

모바일 로봇의 주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행
메커니즘 연구

2020.01~
2020.12
(12개월)

김종원 책임

• 기술개발 목표

053-670-7217

1) 1차년도
- 모바일 플랫폼의 현황 및 사례 분석
- 모바일 플랫폼의 성능 지표 정의

jwkim87@hyundairobotics.com

- 주행 안정성이 확보된 모바일 플랫폼 개발
2) 2차년도
- 성능 시험 수행
- 내구시험 및 필드테스트 수행
• 성과 창출목표
- 기어시스템 소음 주파수 분석
- 설계 인자별 소음 영향도 평가
- 소음 Level 완화(75 dB 이하)
- 이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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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틱스

기구연구

산업용 로봇 기어시스템의 소음 원인분석 및
저감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

2020.01~
2020.11
(11개월)

- 정역방향 소음 수준 차이 제거

윤대규 책임
053-670-7210

• 기술개발 목표

eorbking@hyundai-

- 소음 Level: 75dB 이하
- 이음: 無
- 정역방향 소음 Level 차이: 3dB 이하
- 주파수분석결과: Waterfall 측정 및 설계 인자 분석
보고서
- 인자별 영향도 평가: 주요 인자별 소음 영향도 정량평가

robotics.com

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박판 스테인리스 용접을 위한 저항 심 용접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2020.10 (10 개월)
· KC-1 타입의 LNG 화물창은 기존 Mark III 타입의 로열티
지불에 따른 제작 단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 KC-1 타입 LNG 화물창의 경우 1.5mmt 이하의 스테인리스
304L 박판이 사용되고 있으며, Mark III 화물창과 달리 곡면부
없이 직선부 맞대기 용접과 겹치기(lap) 용접으로 구성됨.
· 현재 상기 화물창 용접에는 최대 용접속도가 60cm/min 인
플라즈마 아크 용접기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화물창의 제작 공기
단축을 위하여 용접속도 향상이 필요함.
· 또한, 향 후 고기량 용접사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용접사 기량 의존도가 높은 플라즈마 아크 용접을 대체하기 위한
용접기법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개요 및
필요성

· 저항 심 용접기법은 직선부로 구성된 화물창 용접에 있어서
플라즈마 용접기법에 비해 용접 속도 향상에 유리하고,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지 않아 아크 빛의 산란으로 인한 용접 심
트랙킹(seam tracking)이 곤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용접사의 기량에 의존한 용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용접기법을
용접속도와
수행하는데

이면 접근이 불가한 화물창 제작 공정을 감안하여
양쪽 전극을 직렬로 배치하여 용접하는 저항 심
일면에서 용접 가능한 용접기법으로 개발하고, 최대
최적 용접조건에서 용접부 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그 목적이 있음.
전극

1.5mm

이면접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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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1) 화물창용 저항 심 용접기법 구현
· 일면 저항 심 용접기법 및 용접시스템 구축
개발 내용

2) 겹치기 및 맞대기 용접을 위한 최적 용접조건 정립
· 최적 전류 및 가압조건, 너겟 크기 및 용접속도 정립
· 설계 물성 충족 여부 검증
· 용접 후 변형 및 방지 기술 제안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용접속도

단위
mm/min.

달성목표
≥1,100

2

Joining ratio

%

≥100

3

Expulsion ratio

%

≤5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용접연구실

책임연구원

윤성욱

052-203-8617,
yoon@hhi.co.kr

-2-

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Ni 강 용접부의 부분 용융역(PMZ)이 용접부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개발 기간

2020.01~2020.12(12 개월)

· 국제적으로 친환경 이슈가 대두 되면서 LNG, 에틸렌, 에탄 등
가스 운반선이나 탱크 제작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가스 운반선 탱크 소재는 운반되는 가스의 액화점에 따라 니켈이
3.5%에서 9%까지 함유하고 있는 Ni 강이 사용되고 있으며 용접부
또한 극저온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높은 인성과 강도가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용접부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통상 모재와
화학 성분이 완전히 다른 인코넬계(Inconel)나 하스텔로이계
(Hastelloy) 니켈 합금 용접재료 또는 오스테나이트계(Austenite)

개요 및
필요성

스테인리스(Stainless) 용접재료 등이 적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이종 용접재료가 사용되는 Ni 강 용접부의 경우 용접
용융선(Fusion line)과 인접한 부분에 국부적으로 인성에 취약한
부분 용융역(Partially Melted Zone, 이하 PMZ)이 생성되어
제품의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본 과제는 당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Ni 강용 용접재료에 대하여
용접조건(희석)에 따라 PMZ 의 생성 정도를 정량화하고, 용접부
설계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제작되고 있는 가스
운반선 탱크의 용접부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함.

2. 개발 내용 및 목표

개발 내용

1) 3.5%~9%Ni 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종 용접재료의
용접조건별 PMZ 생성량의 정량적 평가
- PMZ 성분 및 상분석, 생성량, 생성 위치 및 분포 등
2) PMZ 가 설계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 방법
제안
3) 이종 용접부 설계 물성 평가
- 탱크 설계 환경별 피로, 인장 및 파괴인성 평가
- 최종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용접조건 및 용접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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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목표
• 강재 : 3 종(3.5%Ni, 5%Ni, 9%Ni)
• 용접재료 : 3 종

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용접재료별 용접조건에
PMZ 성분, 상분석, 생성 폭과 분포
1
항목
따른 PMZ 분석
(BOP 각 4 조건 이상)
PMZ 에 따른 기계적
기술 제안 및 안전성 평가 방법 각
2 물성 영향도 안전성
개
1 개 이상
평가방법 및 기술 제안
PMZ 에 따른 피로 특성 용접재료별
건 10 건 이상
(평가 전 수량 협의 예정)
PMZ 가 용접부 물성에
저온충격 및 파괴인성 용접재료별
3
미치는 영향 규명
건 50 건 이상
(평가 전 수량 협의 예정)
저온인장 용접재료별 10 건 이상
건
(평가 전 수량 협의 필요)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용접연구실

주임

이재희

052-203-9920
jywon1018@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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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방오성 수지로 설계된 자기마모형 방오도료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2021.12.31 (2 년)


과제 개요
- 방오도료는
Release

SPC(Self

Coating)로

Polishing
구분하며,

Copolymer)형과

대부분

SPC

형의

FRC(Foul
방오도료를

사용하고 있음.
- SPC 형 방오도료는 해수에 의해서 가수분해되는 아크릴 수지에
아산화동과 방오제, 용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함.
- 도막 형성 시 용제는 대기 중으로 휘발하고, 가수분해성 수지와
아산화동,

방오제가

도막을

형성하며,

해수

환경에서

수지가

가수분해하여 마모되면서 도막 속의 방오제가 해수로 용출되어
방오성을 가지게 됨.
- 방오도막 표면의 용출되기 쉬운 방오제가 해수로 용출되고 나면
방오제는 수지의 가수분해 속도에만 의존하여 해수로 용출됨.
- 표면의 방오제가 용출되고 나면 그림 1 과 같이 수지 성분의
leached layer 를 형성함.
개요 및
필요성

- Leached layer 를 형성하는 주요 성분인 수지는 방오성이 전무하여
오랜 안벽계류기간이나 장기 선박 운항 후 도막 표면에 파울링이
빈번하게 발생함.

그림 1. 운항 중 선박 선저부 방오도막의 단면
- 가수분해하여 마모되는 수지가 방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오
도료용 수지를 합성한다면, 초기에 방오제가 용출되고 난 후에도
마모되는 수지가 방오제를 대체함으로써, 선박의 안벽계류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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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시 방오성능을 증진시켜 선박의 운항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

그림 2. 방오도료의 방오제 용출 및 leached layer 형성


필요성
- 선박의 안벽계류와 장기 운항 시 방오성능을 증진시킴으로써, 인도
전 리도킹으로 인한 인도 지연이나 선저 크리닝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선박의 연비절감이 가능하여 수주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내용






현재
상용
합성
해수

사용하는 방오제 가운데 단량체 합성이 가능한 물질 선정
방오제를 이용하여 아크릴 단량체(monomer)로 합성
단량체를 이용한 방오도료용 수지 합성 및 도료 제조
침적을 통한 방오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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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단량체 합성률

%

≥50

2

마모율

㎛/월(23℃, 20knot)

≥3

3

방오성능

%(동물성 파울링
발생 면적)

≤0.1

4

도막 경도(Type E)

-

≥95

5

하도 부착력

ASTM D3359

≥4A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도장방식연구실

책임

손 성 모

052-203-9971,
smchem91@hhi.co.kr

-3-

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작업 영역내 장애 요소 인식 및 경로 생성을 위한
SLAM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3~2021.06 (16 개월)
- 선체 구조물 제작 후 도장 작업을 위해서는 표면처리 작업이
필요하며, 디스크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스위핑(Sweeping)작업이 수반된다.
- 스위핑이 적용되는 부분 중 자동화 시스템 적용을 통해 효과가 있는
대면적 구역은 컨테이너선 바닥면과 선체 외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 넓은 면적의 컨테이너선 바닥 스위핑 작업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선체 외벽 스위핑 작업은 작업자가 고소차를 타고 10~40m 높이의
선체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개요 및
필요성

- 이러한 구역에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이 필요하며, 본
산학과제에서는 중공업 환경에 특화된 SLAM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컨테이너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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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외벽>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내용

- MAP 생성 및 작업 경로 계획 알고리즘 개발
- 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 검증
- 테스트 플랫폼을 이용한 컨테이너선 바닥 주행 성능 검증
-

개발 목표

컨테이너선 바닥 및 선체 외벽 자동 스위핑을 위한 MAP 생성
바닥 및 외벽 장애물 인식 및 회피 기능
작업 영역 누락 및 중복을 최소화 시키는 작업 경로 계획
상기 3 개 목표 수행을 위한 SLAM 기술 반영된 H/W
SLAM 기술이 반영된 SW 소스 코드
(자율 주행이 가능한 플랫폼은 본 연구에서는 개발 대상이 아님.)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MAP 생성시간

단위
m2/min

달성목표
≥20

2

작업시 이동 속도

m/min

≥10

3

작업 누락 영역

%

≤5

4

반복 작업 오차

%

≤1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자동화연구실

책임

이창훈

052-203-1996,
CHLEE1987@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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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임의 2D 다각형 및 3D 블록 형상의 공간배치 알고리즘 개발

개발 기간

2020.03.01-2021.08.31 (18 개월)
- 개요
 본 연구과제에서는 조선소에서 공장 내 정반 및 야외 적치장에
블록(선박건조 공정의 중간제품)등의 배치 대상물에 대한 배치 위치와
형태(방향)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공간배치(Spatial Arrangement)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함
 조선소의 공간배치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은 배치 대상(블록 등)과 배치
공간(정반, 적치장)의 형상을 convex/concave polygon 의 임의 다각형
형상으로 가정하고, 배치 대상물을 회전시키는 것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배치 결과를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배치 대상물의 2D 형상 뿐만 아니라 3D 형상의 간섭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배치 공간에서 수행하는 공정에 따라 배치 대상 간
생산작업 및 물류(작업자, 설비, 자재 이동)를 위한 여유 공간이
요구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배치공간의 면적활용률을 최대화하는
공간배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함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기존 공간배치 알고리즘에서는 제품의 형상을 직사각형으로 단순화한
배치를 수행하여, 제품의 점유 면적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하게 되어
면적활용률이 낮은 공간배치 결과를 도출함
 블록의 실제 형상을 사용하여 공간배치를 수행하는 경우, 블록의 복잡한
형상으로 인하여 공간배치 결과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결과값을 배치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움
 배치 대상물의 임의 2D 다각형 형상과 3D 형상을 고려함으로써 실제
현장의 배치와 거의 일치하는 공간배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반/적치장 공간자원의 면적활용률을 향상시켜 해당 공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ex) PE(Pre-Erection)장에는 PE 장의 적치가능 블록개수를 늘리기
위해 블록의 3D 간섭을 고려한 배치 알고리즘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블록배치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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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대상 블록 A

배치 대상 블록 B

블록 3D 형상 고려 간섭체크

2D 형상만 고려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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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고려한 배치(추가공간 확보)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내용

- 배치 대상의 실재 형상을 공간배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임의 다각형 형상으로 단순화
- 블록간 최소 필요간격을 고려한 배치위치 탐색
- 2D, 3D 형상을 고려한 제품간 배치간섭 체크
- 회전각을 고려한 제품 배치위치 탐색
- 공간활용률을 최대로 하는 공간배치 결과 탐색

- 성과창출 목표
 임의 다각형 형상 기반 2D 공간배치 알고리즘 개발
 3D 공간배치 알고리즘 개발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면적활용률
2D 공간배치 수행
2
리드타임
3D 공간배치 수행
3
리드타임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단위
달성목표
%
80% 이상
블록 50 개
1 분/회 이내
배치
블록 50 개
3 분/회 이내
배치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생산시스템
연구실

책임연구원

이동하

052-203-3961,
dongha@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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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실시간 블록 적치 정보 자동집계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2021.06(18 개월)
- 조립이 완료된 블록은 선행의장, 블라스팅, 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탑재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각 공정에서의 작업을
위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동을 하게 되며 각 공정 사이에는
적치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 블록운반 관리를 함에 있어 적치장 공간 부족, 블록당 평균 이동
횟수 과다(블록당 평균이동횟수 15~17회), 블록의 장시간 적치,
간섭 블록 과다(운반 블록의 반출에 방해되는 블록으로
400~500블록/일의 40~50% 차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블록의 적기 공급과 블록운반의 효율화/최적화를 위해서는 적치
블록 현황 실적을 실시간으로 자동 집계하는 기술이 우선
개발되어야 한다.
- 적치 블록 현황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블록을
트랜스포터에 상차할 때 블록 ID, 블록 크기, 형상 정보 인식이
필요하고, 적치장에 블록을 하차할 때 적치장 내 블록 위치, 배치
형태 인식이 필요하다.

개요 및
필요성

- 적치 블록 정보의 실시간/자동 집계를 위해서는 블록 ID
인식(RFID, 영상인식 등) 기술, 블록 크기/형상/배치 형태 산정
기술, 고정밀 위치 인식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블록 ID 및 적치장 내 블록 배치는 작업자의 수기 입력으로
관리되고 있고, 블록 크기/형상의 경우 설계 상의 기본 블록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블록에는 족장 등의 구조물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여 크기/형상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적치 블록이 30m 내외 길이를 가지는 큰 규모의 철
구조물이고 형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무선통신 또는 영상인식
기반기술 등을 적용하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 실시간 적치블록 정보 자동집계 기술 개발을 통해, 블록물류
개선으로 납기지연 감소, 블록 적치장 운용효율 증대, 작업지연에
의한 생산 Loss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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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치장 블록정보 집계 기술의 As-is vs To-be
As-is

To-be

블록 ID 인식

작업자 수기 입력

자동 인식

블록
크기/형상/배치
산정

크기/형상: 설계 상
기본 블록 정보
배치: 작업자 수기
입력

크기/형상: 족장 등 추가
구조물 반영하여 인식
배치: 자동 인식

블록 위치
인식

GPS 이용(오차 범위
5m)

0.5m 이내 위치 정확도
제공

* 블록 운반 흐름 참고

[다양한 형태의 블록 제작]
트랜스포터에 블록 상차
 블록 ID 인식

[트랜스포터 통한 블록 운반]
트랜스포터에서 블록 하차

적치장내 블록위치/배치형태 인식

[야드 적치장에 블록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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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내용

개발 목표

- 블록의 ID 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 개발
(블록 ID 정보 포함 장비의 블록 부착 가능성 여부 고려 필요)
- 블록의 크기/형상 인식 기술(Edge Detection 기술) 개발
- 적치장 내 블록 하차 시 블록 배치형태 인식 기술 개발
- 블록의 초정밀 위치 인식을 위한 오차보정(보강) 기술 개발
- 상기 정보 수집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블록 ID 인식 정확도

단위
%

달성목표
인식률 99% 이상

2

블록크기 인식 정확도

m

최단거리오차≤0.5m

3

블록위치 인식 정확도

m

위치오차≤0.5m

4

정보 수집 처리시간

min

처리지연시간≤1min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생산시스템연구실

책임

이상호

052-202-4599
sangholee@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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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극저온탱크 폴리우레탄 단열재용 발포제 개발

개발 기간

2020.01~2020.12
- 액화가스를 저장 및 운반하는 극저온 탱크는 우수한 단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기술로, 단열성과 물리적 강도가 우수한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LNG선 및 LNG
연료 추진선의 발주량 증가 및 BOR(Boil-Off Rate, 액화가스의
자연기화율) 저감에 관한 시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폴리우레탄 폼의 단열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 극저온 탱크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은 발포제 가스로 채워진
closed cell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cell 안에 포함된 발포제
가스의 특성에 따라 폴리우레탄 폼의 단열성능이 좌우된다. 현재
상용화된 발포제 중 낮은 열전도율을 가진 발포제는 CFC
(Chlorofluorocarbon), HCFC(Hydrochlorofluorocarbon), HFC
(Hydrofluorocarbon) 등이 있으나,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문제로 생산과 사용량을 줄이는 추세에 있다.

개요 및
필요성

- 친환경 제품인 HFO(Hydrofluoroolefin)계 발포제가 개발되어
일부 산업에 적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HFC-245fa 발포제 대비
단열성이 열세하여 극저온 탱크용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 극저온 영역에서도 폴리우레탄 폼의 closed-cell 내에서
열전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비점, 저열전도율의 발포제를
개발하여 액화가스 탱크의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발포제에 따른 폴리우레탄폼의 열전도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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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내용

-

기존 발포제 특성 분석
저열전도율 발포제 분자 설계
신규 발포제 분자 합성 및 제조
발포제 성능 검증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분자량

개발 목표

단위
-

달성목표
≥ 140

2

Boiling point

℃

≤ 15

3

가스 열전도율(@20℃)

-

≤ 10

4

GWP(지구 온난화 지수)

-

≤ 150

5

ODP(오존 파괴 지수)

-

0

6

상(Phase @20℃)

-

액상

7

Solubility in PU

-

Soluble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신소재연구실

책임

송은하

052-203-9970,
songdada@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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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비파괴 검사 방식을 이용한 블록 내부 보강재 위치 검출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 – 2020.12.31 (1 년)
- 선박의 건조 과정 중 조립을 위해 사용되는 블록은 아래 사진과 같은
형태로 제작되며, 용접에 의해 형성된 블록의 단면부는 모식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파(Wave) 형태의 열 변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선박 블록의 대표적 형태]

개요 및
필요성

[선박 블록 단면 모식도]
- 이때 제작 블록의 치수 관리 목적으로 수행되는 정도 관리 업무는
블록의 전체적인 제작 정도를 확인 하는 3 차원 비접촉식 좌표 측정
작업과 블록의 외형에 대한 연속적인 변형 확인 작업으로 구분된다.
- 블록 외형의 변형 확인을 위해 작업자는 블록에 대한 접근 가능한
방향에서 보강재의 위치와 판 변형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블록의 외부에서 내부에 위치한 보강재 위치를 판단하는
검출 기술이 필요하다.

- 검출 기술은 블록의 외부에서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내부에
위치한 철판(강자성체)의 연속적인 두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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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래의 검출 기술 모식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보강재가 붙은
부분의 두께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을 정밀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보강재 위치 검출 기술 모식도]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내용

- 개발 목표의 성능지표 확보가 가능한 검출 센서 시스템(센서+컨트롤러)
- 센서 데이터 통신 및 데이터 처리 함수 개발
- 센서 성능 검증을 위한 Test 모듈 준비

- 접촉매질이 불필요한 비파괴 검사 기술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철판
구조물 내부의 보강재 위치 식별이 가능한 요소 기술 개발
- 검사 장치(HHI 제공)에 부착 가능한 소형 센서 시스템 개발
- 검출 센서의 성능 확인을 위한 데이터 출력 프로그램 개발
개발 목표

1

제품 성능지표
센서 크기

단위
mm

달성목표
10×10×10 이내

2

두께 측정 범위

mm

1 ~ 200

3

두께 검출 해상도

mm

0.1 이내

4

검출 데이터 통신 주파수

Hz

5~

5

데이터 출력 형태

-

TBD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지능기계 PM

주임

한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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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210-9636,

hweeyoung.han@hhi.co.kr

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년 5월 8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용접 아크 환경에서 특징점의 동작 인식 및 궤적 추적 알고리즘 개발

개발 기간

2020. 03 ~ 2021. 08
- 당사의 핵심 생산 기술 중 하나인 용접은 세부 직능별 차이는 있으
나 지도 인력 없이 독자 업무 수행이 가능하려면 최소 1~2년 가량
의 숙련 기간이 필요함
<용접사 숙련도 구분>
등급
숙련 수준
숙련 기간
A
초보자 지도가 가능한 수준
4 ~ 5년
B

고기량 발휘

2 ~ 3년

C

보통 수준의 기량, 독자 업무 수행

1 ~ 2년

D

타인 지도하 업무 수행

6개월 ~ 1년 미만

E

초급자, 독자 업무 수행 불가

3 ~ 6개월

출처: 정흥준, “조선산업 숙련형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 노동리뷰, 2016

개요 및
필요성

- 반면, 신규 채용된 용접사는 상기의 인력 숙련 기간 충족하지 못하
고 다른 인원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유동적인 인력 구조에서도 생산성 및 제품 품질을 유지 또
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당사는 용접 실황을 관측하고 작업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
공하는 스마트 용접 가이던스 시스템을 고안하여 현장 작업자에게
배포하고자 함

<스마트 용접 가이던스 시스템 구상안>
- 그러나 현재는 용접 중에 발생하는 매우 강하고 불규칙한 빛에도
강인하게 동작하며 색상 및 거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획득 가능한
센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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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W 용접1 실험 사례>

<TIG 용접2 실험 사례>
- 이에 당사는 스마트 용접 가이드 시스템의 핵심 요소기술로서 상기
와 같이 용접 아크에 의해 형성되는 고명암비 환경에서의 지능형
영상 획득 및 특징점 궤적 추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함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내용

- HDR3 이미지 처리 및 형상 인식 기술 개발
 TIG 용접 기준
 복수의 카메라를 이용한 센서 시스템 HW 구축 및 좌표계 보정
 복수의 LDR4 이미지를 이용한 실시간 HDR 영상처리 알고리즘
 필요시, 영상획득을 위한 추가 광학필터 설계
 영상 내 용접선 및 용접 토치 인식 (detection)
- 거리정보 인식 기술 개발
 영상 내 용접선 및 용접 토치 위치 추정 (positioning)
 용접선-용접토치 말단 간 상대 거리 추정 기술 개발

1

FCAW 용접: Flux Cored Arc Welding, 조선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접 기법임

2

TIG 용접: Tungsten Inert Gas, GTAW(Gas tungsten arc welding)으로 표현하기도 함

3

HDR: High Dynamic Range

4

LDR: Low Dynamic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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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표

- HDR 영상 처리 및 특징점 인식 기술 개발 (지표 1~3)
- 거리정보 인식 기술 개발 (지표 4~6)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FHD 영상 기준
1
영상처리 속도
FPS
60FPS 이상
용접 토치
2
인식 가능한 형상
용접선 (선분)
250mm×100mm×
mm
3
센서 HW 크기/무게
100mm 이내
kg
0.5kg 이하
4
거리 인식 오차
mm
±1mm 이하
인식 가능한
5
mm
±8mm 이하
평면간 최소 단차
6
특징점 위치 오차
mm
±1mm 이하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지능기계PM

주임연구원

정다운

031-210-9656
jdauning@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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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4 월 12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딥러닝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화학반응 예측 솔루션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 ~2021.12.31 (2년)
- 배경 및 개요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내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음
• 배출규제 만족을 위해 다양한 화학반응(촉매, 흡착, 흡수, 개질)을
이용한 유해물질 처리기술 개발이 필요함
• 배기가스 조성 및 온도 등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물질 및 반응 메
커니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다양한 물질 및 반응 데이터 구축을 통해 딥러닝한 시뮬레이션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목표하는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음
• 화학반응의 scale 변화(up or down)를 딥러닝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음
- 필요성
• 물질 및 반응 데이터를 수집하고 물질-반응 관계를 밝혀 신속하게
새로운 촉매 물질 도입 및 화학 반응 예측이 가능함
•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하여 실험적인 Screening 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빠른 예측을 통한 제품 개발로 선도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목표

- 성과창출 목표
: 딥러닝 기반 화학반응 메커니즘 예측을 통한 배기가스 저감
기술 개발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1) 배기가스 저감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NOx
Tier 3
2

SOx

%

0.5

3

CO2

4

메탄슬립

%

80 저감

5

블랙카본

%

90 저감

EEDI ph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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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1) 반응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데이터 구축
- 물리∙화학반응(분자거동, 확산, 흡착 등) 데이터 구축
- 구축된 빅데이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솔루션 개발
-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상 시스템 최적 물질/반응 도출
2)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 물질/반응의 실험적 검증
- 시뮬레이션 솔루션으로 도출된 최적 물질/반응의 실험적 검증
- 실험 데이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보강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열에너지시스템연구실

책임

윤승희

031-210-9562,
shyoun@hhi.co.kr

-2-

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선박 엔진용 바이오 연료 저장 및 공급 시스템 설계

개발 기간

2020.01.01 ~2021.12.31 (2 년)
- 개요 (개념 및 정의)
• 바이오 연료(Biofuel)는 생물로부터 유래한 유기물(바이오매스)을
다양한 처리과정을 거쳐 생산한 연료로 식물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물을 합성하므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배출량은 0 인 탄소중립연료. 대표적 바이오 연료로
바이오 오일, 바이오 디젤/중유, 바이오 가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부탄올 등이 있음.
• 바이오 오일(Biooil)은 바이오 디젤의 전 단계인 동/식물성
기름으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주성분이며 에스테르화 반응을 거쳐
바이오 디젤로 변환됨. 바이오 오일 상태에선 점도와 산가가 높아
엔진 연료로 바로 사용하기 위해선 전처리 과정이 필요함.
• 바이오 에멀젼(Bio-Emulsion)기술은 점도가 높은 바이오 오일을
물과 희석하여 에멀젼 상태로 만든 것으로, 기존 디젤류와 혼합
연소 시 물의 기화로 연료를 미립화 시켜 연소효율을 높이고
연소실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음.

개요 및
필요성

• 바이오 디젤(Biodiesel)은 동/식물성 기름을 메탄올 등과 혼합하여
촉매를 이용해 분해하면 저분자의 에스터와 글리세린으로
분리되는데 이때 저분자의 에스터(주로 메탄올을 이용한 메틸
에스터)를 지칭함. 기존 디젤연료에 비해 산소함유량이 많아
완전연소에 유리하지만, 기존 디젤유와 물성 및 연소특성이 달라
주로 기존 디젤유와 혼합하여 사용함.
• 바이오 중유는 바이오 디젤 공정 부산물(피치 등),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기존 발전연료인 C 중유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음. 기존 디젤연료에 비해 저온 유동성이
떨어지고, 산패 및 부식의 위험이 있어 연료보관 탱크의 수정 및
연료 관리가 필요함.
• 바이오 가스는 농업쓰레기, 분뇨, 일반쓰레기, 도시쓰레기, 하수,
음식물 쓰레기 등이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생성되며, 주성분은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됨.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LNG(약 94% 메탄)와 조성이 비슷해지며, LNG 의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음.
•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는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로 1ton 의 화물을 1 nautical mile 운반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의미하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
IMO)는 단계별 EEDI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필요성
• IMO 의 EEDI 배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용 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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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연료인 바이오 연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선박용 엔진을 변경하지 않고 이용하기에는 바이오 오일,
바이오 디젤/중유, 바이오 가스가 적합하며 그에 따라 바이오 오일
및 바이오 디젤/중유, 바이오 가스의 공급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 특히 바이오 오일은 에멀젼 기술, 바이오 디젤/중유는 산도가
높고, 저온에서 점성이 높아 부식, 고착화 방지 및 인/구리 등의
구조물 반응 메커니즘, 바이오 가스는 원유 적재 및 이송 중에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Volatile organic compound,
VOC)의 혼합 연소를 고려한 연료 공급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개발 목표 및 내용
- 공통사항
1) 바이오 연료 별 기술개발/상용화 현황 및 기술성/경제성 비교
2) 바이오 오일, 바이오 디젤/중유, 바이오 가스 중 택 1 가능
- 성과창출 목표
1) 바이오 오일 저장 및 공급 시스템: 바이오 에멀젼 제조, 저장,
이송 및 연료공급 조건 만족
2) 바이오 디젤/중유 공급시스템: 연료 저장/공급시스템
부식/산화 방지 및 연료공급 조건 만족
3) 바이오 가스 공급시스템 :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바이오 가스
혼합 및 연료 저장/공급 조건 만족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1) 바이오 오일 저장 및 공급 시스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에멀젼 입자크기
μm
≥40
2

에멀젼 산가

mgKOH/g

≤15

3

Pas

5

에멀젼 상온 점도
산패방지
첨가제 선정
계면활성제 선정

HFO 수준
원료유에 적합한
첨가제 선정
계면활성제 선정

6

에멀젼 HHV

MJ/kg

15

4

2) 바이오 디젤/중유 저장 및 공급 시스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1
산가
mgKOH/g
2

상온 점도

3

부식

Pas

달성목표
≤15
HFO 수준
HFO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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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 가스 저장 및 공급 시스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1
메탄
v/v %
2

황화수소

v/v %

3

저위발열량

4

혼합성능/메탄넘버

달성목표
≥70
≤0.05

MJ/Nm

3

≥28
≥60

1) 바이오 오일 저장 및 공급 시스템
- 바이오에멀젼 수분함유량 및 점성 최적화
- 바이오에멀젼용 유화제 선정
- 바이오에멀젼 제조장치 및 이송장치 선정/개발
- 기존 연료와의 바이오에멀젼 혼합비 도출
개발 내용

2) 바이오 디젤/중유 저장 및 공급 시스템
- 바이오 디젤 가열 공급 시스템
- 바이오 디젤 산화/부식 방지 기술
3) 바이오 가스 저장 및 공급 시스템
- 바이오 가스 전처리 기술
- 바이오 가스/VOC 혼합 공급 시스템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열에너지시스템연구실

책임

최낙철

031-210-9599,
nakchul@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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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선박용 미세먼지 및 블랙카본 저감 기술개발 연구

개발 기간

2020.01.01 ~2021.12.31 (2 년)
- 개요 (개념 및 정의)
•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으로
대부분 연료연소과정, 발전시설 등에서 발생하며, 대기오염 및
신체에 영향을 미침.
• 블랙카본(Black Carbon, BC)은 주로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 시에
발생하여 대기 중 입자상 물질 형태로 존재하는 대기오염물질임.
• IPCC 보고서에 의하면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 메탄에 이어 복사
강제력이 높은 지구 온난화 기여물질로, 강우나 눈에 섞여
극지방에 도달하여 빛 반사율을 감소시키고 자체 방출열이 해빙
속도를 가속화시킴.
• 선박 배출 블랙카본은 총 인위적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지만,
해안지역 거주민의 폐 건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향후 극지역
기후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블랙카본을 제거 또는 감축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해야 함.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 ‘18 년 2 월 IMO2) PPR3)에서 BC 배출량 측정방안 및 규칙 제정
을 논의함.
• 근본적인 저감 대안으로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나 이는 현재
운행중인 선박을 고려할 시 한계점이 존재함.
• 일부 국내외 업체에서는 PM 등의 저감 기술을 상용화하여 적용
중에 있으며, 당사 또한 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시급히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당사에서는 본 기술개발의 기초 연구가 되는 인력 및
시험장비 부족으로 산학과제 제안을 하였음.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2)
IMO: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3)
PPR: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해양오염대비대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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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 선박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PM 및 BC 저감에 적합한
기술 선정 및 선박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에 적용 가능한 저감
설비 구축에 따른 자료로 사용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예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PM 저감율
%
≥50
2

BC 저감율

%

≥50

3

압력손실

bar

≤0.01

- PM 및 BC 저감율이 높은 촉매, 필터, 흡착제, 흡수제 선정/개발
- 배출 환경 조건별(온도, 연료성분) 저감 효율 성능 평가
- 압력손실 허용치 만족 시스템 설계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열에너지시스템연구실

주임

정다희

031-210-9560,
daheejung@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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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개발 기간

AI 를 이용한 LNGC/FSRU HILS 통합제어로직 최적화
2020.1.1 ~ 2021.12.31
 개요
- 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설계 및 제어분야 응용에 대한 연
구가 진행 중이며, 단순제어에만 활용되던 AI가 향후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복잡한 다변수 공정 제어시스
템을 최적성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개요 및
필요성

 필요성
- 당사에서는 LNGC/FSRU를 비롯한 다양한 선박시스템의 HILS
개발을 통해 가상모델을 활용하여 제어로직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나, 엔지니어가 직접 제어로직 설계 및 변수 최적화를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모됨.(재기화시스템의 경우 약 3개월)
- FSRU의 경우, 기존에는 재기화시스템에 대해서만 HILS를 통
한 제어로직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재기화시스템
+CHS+GMS’를 통합한 제어로직을 구성해야 함. 이를 위해 복
잡한 다변수 공정 제어시스템이 요구되며, 엔지니어가 직접 제
어로직을 설계/최적화하려면 최소 5개월이 소요될 것임.
- 또한, LNG 선종은 Gas, Oil, Gas+Oil Mode운전 / LNG
Loading / Off -Loading / Regasification 등 다양한 운전모드
가 있어 엔지니어가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제어설계 최적화에 한
계가 있음.
 기대효과
- AI기반의 제어로직 설계모델을 LNGC/FSRU HILS에 적용하면
설계 자동화를 통해 제어로직 구축 및 최적화에 소모되는 시간
을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휴먼에러도 줄일 수 있음.
(적용 전 5개월 소요(FSRU)  적용 후 3개월내 달성 목표)
- LNG 선박의 다양한 운전시나리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
고 최적의 운전성능 확보.
* 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 / 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HILS: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CHS: Cargo Handling System / GMS: Ga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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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목표

- AI 를 이용한 LNGC/FSRU HILS 통합 제어로직 최적화
: 적용 전 5 개월 소요(FSRU)  적용 후 3 개월내 달성 목표

개발 내용

-

제어시스템 적용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AI 최적알고리즘 구축
AI 에뮬레이터 구축 및 LNG FSRU 제어목표 설정
FSRU HILS 와 AI 에뮬레이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구축
FSRU HILS 운용을 통한 AI 의 머신러닝 수행
LNG FSRU 제어시스템 최적화 및 성능검증
인공지능을 활용한 LNG 선종 제어 및 설계자동화 로드맵 구축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화공시스템
연구실

책임

곽동훈

031-210-9525,
kdh1175@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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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수소선박 적용을 위한 LOHC 활용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 ~ 2021.12.31
 개요(개념 및 정의)
 EEDI 규제 대응을 위해 수소연료 추진선에 대한 관심이 커짐.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선에서 안정적인 수소 연료
공급을 위해 효율적인 수소 저장 방안이 필요함.
 또한, 향후 대형 수소운반선 수요에 대응하기 하기 위해서도
효율적인 수소 저장 방안이 개발되어야 함.

개요 및
필요성

 필요성
 현재까지 수소 저장/운송 기술은 고압압축, 액화수소 방식이
주로 검토됨. 고압압축 방식은 저장용량이 적으며, 액화수소
방식은 고가의 극저온 단열/재액화 기술이 필요함.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방향족 탄화수소에 수소를
결합시켜 상온/상압 상태로 수소를 저장/운송할 수 있는
LOHC(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연구가 진행 중임.
 LOHC 의 수소 운송효율은 액화수소의 70~80%(체적 기준)
정도로 약간 낮지만, 액화 수소와 달리 상온/상압에서 저장이
가능하고 BOG 발생이 없어 별도의 단열 및 재액화 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송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트럭 운송 기준으로 액화수소 대비 CAPEX 가 1/10 임.(아래 표
참조)

* LOHC: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1-

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 수소연료 추진선의 안정적인 수소 연료 공급을 위한 LOHC
적용 기술 개발(저비용 LOHC 탈수소 기술 개발)
: 선박 탑재 모듈 기본 설계
- 기술개발 목표
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2

개발 내용

액화수소의 저장/수송
비용 대비 경제성 있는
LOHC 탈수소 기술
개발
(20 년 LCCA 기준)
LOHC 선박 탑재 모듈
기본 설계안 도출

단위

달성목표

탈수소에너지
[kWh/kgH2]

11kWh/kgH2(현재기술)
 9kWh/kgH2(목표)

AiP 획득

- 수소 저장 효율 및 탈수소화 공정 에너지를 고려하여 LOHC
기술 후보군 중 적용 가능한 반응공정 선정
- LOHC 운송 및 탈수소화 공정 안전성 분석
- CAPEX/OPEX 기반 LOHC 경제성 평가
- 선박 적용을 위한 LOHC 모듈 크기 및 무게 산정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화공시스템연구실

직급

성명

연락처

주임연구원

권수형

031-210-9517,
shkwon@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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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친환경/원가절감형 해양플랜트 설계를 위한 CO2/메탄올 전환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 ~ 2021.12.31
- 대부분의 동남아 가스플랫폼에서는 해저가스와 물이 반응하여 배관
내에 고체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량의
MEG 또는 메탄올을 주입함. 이를 위해 Topside 에 고가의 MEG
시스템 또는 메탄올 주입시스템이 설치됨.
- 메탄올의 경우 주기적으로 육상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함. MEG 의
경우 지속적인 주입을 위한 재생공정이 추가되어 평균 2 천만불/
Unit 의 CAPEX 가 소요되며, 재생과정에서 손실되는 양만큼
보충하기 위하여 육상으로부터 MEG 를 정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함.

개요 및
필요성

- 최근, CO2 와 메탄을 활용하여 촉매반응을 통해 메탄올을 합성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를 CO2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남아 가스플랫폼 Topside 설계에 반영할 경우, 분리된
CO2 와 메탄을 활용하여 하이드레이트 방지용 메탄올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메탄올 저장공간을 50%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MEG 시스템은 제거할 수 있음. 또한, 육상으로부터
메탄올과 MEG 공급도 불필요하므로 OPEX 가 크게 감소함.
- CO2 를 대기 배출하지 않고 메탄올로 전환하여 활용하므로, Zero
CO2 emission(친환경) 해양플랜트 설계가 가능함.
- 본 기술은 선박 배기가스에서 분리된 CO2 의 에너지화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개발 목표 및 내용
친환경/원가절감형 해양플랜트 설계를 위한 CO2/메탄올 전환기술
개발
개발 목표

- 해양플랜트 CO2 배출량을 90% 이상 절감하고 이를 메탄올 생산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촉매기반 전환기술 개발
- 메탄올 자체 수급을 통한 저장공간 50% 저감 및 MEG 시스템
삭제

-1-

- 적용 대상 해양플랜트의 가스조성으로 메탄올을 제조하기 위한
촉매종류 및 반응 선정
- 해양플랜트 운영조건에 적합한 촉매반응공정 개발
개발 내용

- 신규 개발 공정의 개념설계 및 기술 타당성 평가
- 메탄올 자체수급을 통한 경제성 분석 연구
- 고객사 및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으로 개발공정의
해양플랜트 적용 가능성 확대(Petronas R&D, UTP 등)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화공시스템연구실 책임연구원

성명

연락처

김유리

031-210-9514,
yuri1205@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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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4 월 10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머신러닝(ML) 기반의 최적 탈출 경로 예측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 ~ 2021.12.31 (24 개월)

개요 및
필요성



개요 (개념 및 정의)
- 탈출 도중 사망 확률이 선박의 인명 위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
- 주어진 사고 시나리오에서 사고 진행 양상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빠른 탈출 경로를 예측하는 기술임.
-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에 해당함.



필요성
- 선박
- 인명
위한
- 사고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해 탈출 도중 사망 확률을 낮추기
방안이 고안되어야 함.
발생 시, 작업자에게 최적의 탈출 경로를 안내해주기 위해
기술 개발이 필요함.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목표



성과창출 목표
- 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 제로화
- 안전성 제고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최적 탈출 경로
1
예측 모델 정밀도

개발 내용

단위

달성목표

%

≥ 90

- 탈출 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 선박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화재/폭발/침수 사고 진행 양상)를
반영하여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탈출 경로 예측 모델 개발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시스템안전연구실

주임

김민주

031-210-9518,
mjk@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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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1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선체 블록 정도 고속/고정밀 계측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 ~ 2021.12.31

개요 및
필요성

 개요
- 선체 블록 제작시 정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선행
공정에서의 용접 변형 및 공정별 누적 치수 오차 등으로 인해
과도한 블록 이음부 갭(gap)과 단차 등이 도크내에서 블록의 탑재
공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선박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탑재시 공수 절감을 위해서 사전에 단위 블록의 치수 정밀도를
계측하고 탑재 전에 블록을 사상(절단 및 그라인딩)을 통해 치수를
조정하여 한 번에 탑재하는 OTS(One Time Setting) 기법을 각
조선소에서는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블록의 치수 정도 계측은
선박 건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공정임.
- 기존 선체 블록의 치수 정도 계측은 소키아(SOKKIA) 광파
측정기를 이용하지만 대상 블록의 사이즈에 비례하여 타겟 부착의
번거로움, 계측 장비의 이동 등의 단점이 있음.
- 반면, 상용 3D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소키아
광파기 대비 빠른 시간 내에 블록의 계측 데이터를 추출 가능하나
스캔 범위 내 블록의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추출(수 GB~수십
GB)함에 따라 필요 영역의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는 많은 후처리
시간이 필요함.

<소키아 광파 계측기 >

< 3D 레이저 스캐너 >

 필요성
- 따라서, 기존 대비 보다 효율적인 선체 블록의 정도 관리를 위하여
선체 블록의 계측 영역만을 별도의 타겟 부착 없이 선택적 point만
스캐닝 할 수 있는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 개발 또는 대체 계측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선택적 스캔 point 영역: 선체 블록 끝단 부 주판과 primary 부재
조인트 영역 (블록 별 3 point ~30 point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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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1) 선체 블록 치수 정도의 계측 시간 절감이 가능한 선택적
레이저 스캐닝 기술 개발 또는 대체 기술 개발
2) 블록 정도 계측 수치 정확도 확보 및 블록 탑재 공수 20%
이상 절감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블록 당 계측 시간

2

3D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한 선택적 point
인식 기술
필요 대상 계측
정보 획득을 위한
후처리 기술

3

블록 정도 계측
수치 정확도

개발 목표

개발 내용

단위

달성목표

M/H

5.0 M/H 이내

hour

선택 영역 이외
데이터 후처리
시간 zero 화

mm

기존 소키아
광파기 계측
정확도 동등
이상 (3mm)

- 계측 및 후처리 기술 개발
· 3D 레이저 스캐닝을 이용한 무타겟 선택적 포인트 인식 기술
· 또는 기술개발 목표 달성 가능한 대체 계측 기술 개발
- 블록 정도 계측 수치 정확도 검증 (SOKKIA vs. 개발 계측
기술)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생산역학연구실

책임연구원

김현수

031-210-9571,
hs_kim@hhi.co.kr

-2-

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극저온용 샌드위치 복합재료 코어재의 열팽창 계수 제어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 ~ 2021.12.31
 개요
- 샌드위치 복합재료는 2 개의 얇고 강도가 높은 face sheet(강재,
wood 등)와 비교적 두껍고 가벼운 core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적층하여 제작되며, face sheet가 인장 및 압축 강도를 견디고
가벼운 코어 재료가 전단을 견디도록 설계됨. 동일 무게의 강재
대비 약 37 배의 강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여 최근
유럽을 필두로 샌드위치 복합재료의 선체 적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샌드위치 복합재료는 코어재를 적절히 선정 및 설계하는
경우 구조 강도뿐만 아니라 단열성까지 확보가 가능하여 극저온용
액체 저장 탱크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개요 및
필요성

<샌드위치 복합재료 특성>

<Elastomer 샌드위치 복합재>

 필요성
- 현재까지 LNG 저장 탱크와 같은 극저온용 용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는 발포형태의 폴리우레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 단열재의 밀도와 단열 성능은 반비례함. 따라서 높은 단열성
확보를 위한 저밀도 단열재는 단열재의 강도 문제로 하중이 크지
않은 구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극저온용 샌드위치 복합재료의 혁신적인 단열 성능과 구조
강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강도 단열재를 보호하면서
극저온에서 구조 강도를 담보할 수 있는 코어 재료가 필요함.
- Elastomer 계열의 코어 재료는 상온에서 액체 형태로 주입하고
경화후 강도를 확보할 수 있어 코어 구조 형상 설계에 대한
자유도가 매우 높아 상기 목적의 코어재료로서 적용 가능하나 현재
상용화된 재료의 최저 설계 온도는 -60oC임. 이는 face sheet와의
열수축율 차이에 따른 계면 박리 강도 저하에 기인함.
- 따라서,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고성능 샌드위치 복합재료
개발을 위해서는 극저온용 재료(Plywood, 9% Ni 강, 고망간 강,
STS 등)로 제작된 face sheet와의 계면 박리 강도 확보를 위한
elastomer의 열팽창 계수 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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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1) Face sheet 와 계면 박리 강도 확보가 가능한 극저온용
샌드위치 복합재료 코어용 elastomer 열팽창 계수 제어 기술
개발
2) -163oC 의 극저온에서 구조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샌드위치
복합재료용 코어 재료 개발(Face sheet: 9% Ni 강/plywood)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개발 목표

단위
o

달성목표

1

최저 설계 온도

C

-163

2

계면 박리 강도
(@-163oC)

MPa

전단: 15.0

3

기계 물성
(@-163oC)

MPa

인장: 19.5
압축: 33.5

-6

참고: 극저온 재료별 열팽창 계수(10 /K)
o
 Stainless steel: 13.3 @-184~20 C
o
 9%Ni steel: 8.8 @-195 C
o
 High Mn steel: 7.5~10.0 @ -200~0 C
o
 Plywood: 5.5 @-196~20 C

개발 내용

- Elastomer 열팽창 계수 제어 기술 개발
- LNG 용 샌드위치 복합재료 패널 시제품 성능 검증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생산역학연구실

책임연구원

이동주

031-210-9626,
djlee11@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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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0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운항데이터 기반 전력계통 최적화 및
부하 예측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2020.11.30
- 개요 (개념 및 정의)
선박은 운항 모드는 선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6~7 개의
모드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일반항해(Normal Sea Going),
이/접안(Port In/Out), 하역(Loading & Unloading),
정박(Harbour) 모드가 있음.
선박 내 전기부하는 일정하게 운전되는 연속부하(Continuous
Load), 시동 등 필요 시에만 운전되는 간헐부하(Intermittent
Load), 비상시에 운전되는 비상부하(Emergency Load)로
구성되며 상기 운항 모드별로 부하 운전이 상이하여 소요되는 총
전력량도 상이함.
선박의 전력계통은 모든 모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가장
전력소모량이 많은 운전 모드 기준으로 설계 마진을 적용하여
전력계통(발전부, 배전부) 설계를 함으로써 부하 운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개요 및
필요성

기존의 선박 전력관리시스템(Power Management System)은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2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전력계통 내 부하량에 대응한 발전량 제어, 사고 시 계통 보호
기능이 있음.
- 필요성
a. 운전 모드별 연속부하, 간헐부하, 비상부하 운전 시 필요한
최대 전력소모량을 고려하여 소요전력 분석이 이루어짐.
b. 해당 소요전력 분석을 기반으로 전력계통(발전부, 배전부)
설계가 이루어져 과설계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 운전 시
발전기의 부하율이 낮아 효율을 저하시키게 됨.
참고로 Seaspan 선사 컨테이너선 일반항해 시 실선데이터를
분석한 바 부하율이 55% 정도였음.
c. 운전모드별 전력소모량을 부하별로 분석하여 전력계통 설계
최적화가 필요함.  계통최적화
d. 발전부의 동력원이 기존 발전엔진에서 Shaft Generator,
ESS 등의 보조 동력이 추가되고 부하율, 부하 패턴 기반
발전원을 최적 제어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부하 예측이
기반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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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목표

- 성과창출 목표
a. 전력 소요 패턴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데이터 테이블, 관계키)
개발
 스마트십 솔루션 운항 데이터 분석
운항정보, 발전기, 주요 부하간 관계도 분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테이블 체계 개발
b. 운항 모드별 전력 소요 패턴 분석
c. 대형상선(컨테이너선, LNG)전력계통 설계 최적화
d. 부하 예측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로직 개발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전력 소요 패턴
1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개발
전력계통 설비 원가
2
개선
3
연료소비량

개발 내용

a.
b.
c.
d.
e.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단위
달성목표
데이터테이블
설계 1 식
%

> 10%

%

> 7%

스마트십 솔루션 운항 데이터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운항 모드별 전력 소요 패턴 도출 및 분석
대형상선(컨테이너선, LNG)전력계통 설계 최적화
부하 예측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로직 개발
운항 데이터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연료소모율 시뮬레이션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기반기술연구소

책임

김상현

031-210-9536
sanghyun_kim@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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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19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선박 통합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신뢰성 검증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2020.12.31
- 개요 (개념 및 정의)
 IAS(Integrated Automation System)는 선박에 탑재되는
통합제어시스템으로 다양한 장비와 공정에 대한 제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요 시스템이다.
 IAS 는 여러 개의 분산된 제어기와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Operator 가 모니터링하고 제어 명령을 내리기 위한 HMI
등으로 구성된다.
 제어기의 제어 로직은 IEC-61131-3 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구성되며, IAS 를 납품하는 업체에 의해서
구현된다.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자율운항선박과 같이 선박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로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제어 로직을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어 로직 개발 방식과 검증 방법은 제어기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테스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프트웨어
자체의 잠재적인 오류 및 설계 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검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설계 및 검증
방법론들은
임베디드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에서의 C 또는 C++ 코드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용 PLC 또는
제어기에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용 제어기에 적용 가능한 고신뢰성의 제어
로직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기술 및 검증 방법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서 개발하는 기술은 제어 로직의 설계
단계와 검증 단계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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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LNG 운반선 IAS 제어 로직의 신뢰성 향상
 선박 IAS 의 독자 모델 개발 기반 기술 확보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제어 로직 설계 및
1
검증 Tool
2
제어 시스템 모델링

개발 내용

단위

달성목표

식

1

건

1

- LNG 운반선의 IAS 구조 및 제어 로직 분석
- IEC-61131-3(FBD 등) 기반의 고신뢰성 제어 로직 설계 방법
및 검증 Tool
- 제어 로직 모델링 및 테스팅 방법(정형 기법 등)
- CPS(Cyber-Physical System) 기반 제어시스템 설계 및 검증
방법 개발
# 과제 방향에 따라 선택적 개발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전기정보제어
연구실

주임

이경춘

031-210-9542
kc_lee@hhi.co.kr

-2-

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0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디지털 트윈 기반 함정 통합 제어 시스템 검증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2021.12.31
- 개요 (개념 및 정의)
디지털트윈 선박은 시뮬레이션, 센서 등을 이용하여 만든
물리적인 선박과 동일한 디지털 복제품으로 선박의 설계, 검증,
시운전, 운영 유지보수 등 공정 전 과정에 활용이 가능함
* 설계단계: 가상 시제품 기반 시스템 검증 및 설계 최적화
* 시운전단계: 제어기 검증 및 제어로직 검증
* 운영단계: 유지보수 최적화 및 에너지 효율 최적 운전
- 필요성

개요 및
필요성

미 국방부는 ‘18 년 8 월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략을 발표함. 군용
제품 개발 및 획득 시 디지털 모델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해 당사자간 협조와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임. 이를 위해 수명주기 전반에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채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 예정. 함정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에 따른
품질실패, 공기지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개발
단계에서의 디지털 기술 적용이 필요
함정의 각종 시스템을 하나의 통제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 함정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전투, 항해, 추진, 통신, 정비,
행정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미국방부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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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a. 함정 체계 통합 검증을 위한 주요시스템 모델링
b. 가상 시운전 및 체계 통합 기술 개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시스템 모델링
2
시운전 공수 절감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단위
달성목표
건
3 건 이상
%
> 5%

a. 함정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선정
b. 주요 시스템 디지털 모델 구성
c. 디지털 선박 응용기술 개발: 체계 통합 시험, 가상시운전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기반기술연구소

책임

장연욱

031-210-9545
hijyy@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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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0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LNG 운반선 안벽공기 단축을 위한 통합 Virtual commissioning
절차서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2020.12.31
- 개요 (개념 및 정의)
HiL Test 는 제어기의 function 을 테스트 하는 보편적이면서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다. HiL simulation 은 제어기의 제어대상을
가상 환경으로 구성하고 절차서에 따라 제어기의 동작을
테스트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단일 제어기에 대해 HiL
Test 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사에서 세 개의 제어기에
대해 모델링 및 제어기 통합을 개발함에 따라 Multi virtual
commissioning 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HiL Test 는 제어기의 일반적인 유효성 및 안정성 검사 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 하기 힘든 극한 상황, 특정시스템의
고장 모드를 HiL 시뮬레이터에서 구현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상황의 테스트가 가능하다. 조선/해양 산업의 경우 Dynamic
Positioning, Power Management System, Engine Control
System, Fuel Gas Supply System 등에 HiL Test 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HiL Simulation 은 개발된 제어기 검증 외에도
제어기 개발 단계에서 Operation Philosophy 수립, 제어기 로직
개발, 알고리즘 확인 및 검증 등에도 활용 된다.
그러나 갈수록 고도화 되고 복잡해지는 제어시스템들간의 연계와
이를 위한 통합제어시스템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Virtual
model 들 간 통합시뮬레이션 및 통합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각 제어기에 대한 HiL Test 를 절차서에
따라 각각 수행함으로써 긴 commissioning 기간으로 인한 안벽
공기 또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통합된 Virtual Model 들과 이와 연계되는 각 제어기를
모두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다면 virtual commissioning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며 안벽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수주 능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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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a. 통합 commissioning 을 위한 통합 HiLS 구축
b. 안벽 공기 단축을 위한 통합 테스트 절차서 개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통합 테스트 절차서 1 건
1건

a. Multi virtual commissioning 플랫폼 구축
b. FGSS, Engine, PMS 에 대한 통합절차서 개발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기반기술연구소

책임

전형준

031-210-9545
hyungjun.jeon@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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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9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상용 추진드라이브 연계 운전 가능한
범용 전기추진 제어시스템(EPS)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2021.11.30
- 개요 (개념 및 정의)
전기 추진 제어시스템은 항해사에 의하여 설정되는 속도에 따라
추진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임.
전기 추진 제어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은 속도를 설정하는 Speed
Lever (선교, 엔진룸 설치), 설정된 속도에 따라 모터 출력을
제어하는 Power Control Module 로 구성됨.
전기 추진 제어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모터 출력 제어 부분으로
Speed Control Mode, Power Control Mode 2 가지 기능이 있음.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a. 전기추진시스템 사업화
 고효율/친환경 전기추진시스템 시장 부각 (국내 연안선)
 전기 추진 제어시스템 부재
전기추진시스템 사업화에 있어 하드웨어적인 부분(발전원,
전력변환, 배전반, 추진드라이브, 모터)은 공급방안
마련되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 전기 추진 제어시스템은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음.
b. 전기추진시스템 System Integration
전기 추진 제어시스템 기술 내재화 시 추진 제어시스템을
중심으로 주요 기기(추진드라이브, 발전원, 배전반) 구성을
용량별, 시스템 구성별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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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a. 전기추진제어시스템 시스템 구성, 인터페이스 개발
b. 전기추진제어시스템 로직 개발 (Speed Control Mode, Power
Control Mode)
c. 저압/고압 추진 드라이브 연계 가능 전기추진 제어시스템 개발
시뮬레이션 기반 추진 드라이브 제어 검증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전기추진제어시스템
1
시스템 구성,
설계도 1 식
인터페이스 개발
전기추진제어시스템
2
로직도 1 식
로직 개발
3
시뮬레이션
%
< 2%
a. 전기추진제어시스템 시스템 구성, 인터페이스 개발
b. 전기추진제어시스템 로직 개발 (Speed Control Mode, Power
Control Mode)
c. 저압/고압 추진 드라이브 연계 가능 전기추진 제어시스템 개발
시뮬레이션 기반 추진 드라이브 제어 검증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기반기술연구소

책임

김상현

031-210-9536
sanghyun_kim@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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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0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가상수치수조 계류모델 개발

개발 기간

2020 년 01 월 ~ 2021 년 12 월(2 년)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이하 DT)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모사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임.

-

DT 기반 설계/제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선데이터나
정확도 높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하여 머신러닝 기반 가상
모델 구축이 필요함.

-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생애주기는 25 년 이상으로 극한환경
상태에서 실선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시뮬레이션
기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반 가상수치수조는
환경조건을 재현하고 부유체의 거동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의 한
방법으로 CFD 기술의 발달과 전산장비의 성능 향상으로
정확도가 확보되어 실무적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CFD 기반 가상수치수조는 ‘환경조건’과 ‘부유체 거동’ 그리고
개요 및
필요성

‘계류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한 모듈로 구성됨. 이중 ‘환경조건’
모듈은 파랑, 바람, 조류를 재현하며 당실은 국제공동연구 참여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부유체 거동’ 모듈은 부유체의 6 자유도 운동, 감쇄계수,
그린워터, 선수/선저 슬래밍, VIV(Vortex Induced Vibration)
/VIM(Vortex Induced Motion), 예인안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모듈로서 당실은 지멘스社의 Star-CCM+를 활용하여 해당
기술을 기 개발완료 하였거나 자체 개발 가능함.
- ‘계류시스템’ 모듈은 스프레드나 터렛 계류시스템을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당실은 TechnipFMC 주관의 JDP 참여를 통해 해당 모듈을
확보하였으나, 수정이 불가능한 블랙박스 형태임. Orcaflex 등
외부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계류시스템을 모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석 효율이 떨어짐.
- 따라서 부유체와 fully dynamic coupling 이 가능한 ‘계류시스템’
모듈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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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CFD S/W(Star-CCM+)와 연동이 가능한 계류해석 프로그램 개발
(Low frequency damping / Offset / 계류력 추정)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계류해석(코드) 모듈

단위
개수

달성목표
≥1

%

≤5

2

상용 S/W 대비 오차

3

해석/이론 매뉴얼

개수

≥2

4

해석 병렬화

H/W

1CPU 당 1 line

- 부유체와 fully dynamic coupling 이 가능한 계류시스템 모듈
- 상기 모듈은 아래의 항목이 반영되어야 함.
• Star-CCM+에서 작동되는 확장 가능한 코드 레벨의
프로그램
• 계류삭(Mooring line)의 재질에 관한 비선형 탄성 특성 및
DB
• 계류삭의 기하학적 비선형성
• 유체 하중 – 항력, Vortex induced vibration 등
• 바닥효과 – 계류삭과 해저면과의 상호작용
• CFD 와 인터페이스 정보: 계류삭 끝단의 변위, 속도, 가속도,
힘, 모멘트 등
• 해석 병렬화 및 최적화(1 CPU 당 1 line)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미래선박
연 구 실

책 임
연구원

이병혁(정)
김지훈(부)

031-210-9612,
leebh@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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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09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구조물 변형을 고려하는 풍하중 와류 기인 진동저감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 년 01 월 ~ 2021 년 12 월(2 년)
- 와류유기 진동(Vortex Induced Vibration, 이하 VIV)은 환경
외력에 의해 발생한 와류의 고유주기와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유사하여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뜻함.
- VIV 는 주로 설계 단계에서 경험식을 기반으로 평가 하며,
경험식의 근원적 한계로 인해 설계자가 예상하지 못한 VIV 가
발생하거나, 구조물이 보수적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음.
- VIV 는 모형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있으나,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
모두 검토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제약이 있음.

개요 및
필요성

- 최근 전산장비의 발달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와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연성하여 내부/외부 유동에 의해 야기되는
구조물의 변형과 구조물의 변형을 반영한 유동 변화를 모사하는
유체-구조 상호작용(Fluid Structure Interaction, FSI) 기법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상기 기술이 정립될 경우 경험식의 근원적 한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식이 제안하지 못하는 복잡한 구조물에
대한 VIV 검토를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설계단계에서 검토하지
못한 VIV 가 발생하더라도 저감 대책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강안
실행의 불확실성 및 시간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VIV 응답 저감 방법을 사전에 검증하고
목록화하여 초기/상세설계 단계에서 VIV 저감 구조설계가 가능함.
- 따라서 FSI 해석기술에 대한 정립과 VIV 저감 구조물 및 구조
보강안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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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 기반 VIV 하중평가모델 및
응답저감 기술 개발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단위
개수

달성목표

1

FSI 해석 모델

≥1

2

선행연구(모형시험) 대비 오차

%

3

경험식 기반 설계의 한계 분석

개수

≥5

4

FSI 모형시험 및 검증 결과

개수

≥1

5

VIV 저감 방안

개수

≥3

≤10

FSI 기반 VIV 하중 평가를 위한 해석 모델 구축
선행연구(모형시험) 기반 검증
경험식 기반의 VIV 평가의 한계 분석
FSI 모형시험 및 해석 모델 검증
VIV 응답저감 방안 검토 및 해석/검증
상기 해석 모델은 아래 항목이 반영되어야 함.
• 해석 S/W: 유체(Star-CCM+), 구조(ABQUS 등)
• Fully coupled analysis(two way)
• 계산 시간 최소화를 위한 병렬 계산 가능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해양시스템
연 구 실

책 임
연구원

오민한(정)
강한글(부)

052-203-9341,
ohminhan@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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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년 3월 28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수상함 적외선 스텔스 해석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 ~ 2021.12.31

개요 및
필요성

 개요
- IR 추적 대함유도탄 및 IR 감시장비는 함정의 대표적인
위험요소이며, 물체의 IR 에너지를 측정하여 목표물을 탐지함
-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IR 방출량을 최소화하는 IR
스텔스 기술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IR 신호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필요성
- IR 신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신호 예측 방법의
확보가 필요하며, 계측시험 및 수치 해석을 통해 IR 신호의 계산이
가능함
- 하지만, 계측시험의 경우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IR 신호를
실측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수치해석이 효율적임
- IR 신호를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Physics(자체
방출 에너지, 반사 에너지, 대기 방출 에너지로 구성)를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의 통합적인 해석용 프레임워크 구축이 요구됨.
- 즉, 대기 투과 모델, 열전도 모델, 파장별 방사도 등을 고려한 IR
해석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여 향상된
함정의 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태양 고각, 대기 상태, 해양환경상태 등에 따른 IR 신호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당사는 산학과제를 통하여 수치해석 기반의 함정 IR 예측을
위한 수치 해석 S/W 기술 개발을 통하여 IR 특성을 파악하며
함정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함

<함정 IR 신호 이미지(계측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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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IR 신호 이미지(수치해석)>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목표

- 성과창출 목표
1) IR 해석을 위한 주요 해석모듈 개발/구축 및 통합 IR 해석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구축 또는 해석절차 수립
2) 다양한 변수에 따른 IR 신호 특성 파악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주요 해석모듈 개발/구축
건
3건 이상
다양한 변수 영향에 따른
건
3건 이상
IR 특성 Database 확보

개발 내용

- 주요 IR 해석 모듈 개발(당사 보유한 S/W인 COMSOL 선호함)
- 통합 IR 분석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함정의 IR 성능 평가
- 다양한 변수에 따른 IR 신호의 정량적 분석 및 비교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특수성능연구실

연구원

권순범

052-203-6106,
sbkwon@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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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년 3월 18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인공지능 기반 선박 이중 곡 외판 자동 냉간성형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3.01 ~ 2021.02.28
 개요
- 현재 선체 곡 외판 성형 공정은 roll press를 이용하여 일차 곡을
냉간 성형하고, 선상(가열선: 선형) 및 삼각(가열선: 삼각형)
가열을 이용하여 이중 곡을 열간 성형하는 순서로 제작됨.
- 현대중공업은 곡 외판 성형 공정의 자동화, 표준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16년부터 고주파 유도가열 및 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곡 성형 시스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일반 상선 선수부>

개요 및
필요성

<수동가열 모습>

<자동 곡 성형 장치>

 필요성
- 최근 선박의 대형화로 선체 선수미 곡 외판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곡 외판의 성형 정도 및 생산성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부 표면 가열 방식의 고주파 유도 가열의 경우 획기적인 성형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
- 즉, 선수미의 매우 두꺼운 이중 곡 외판의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성형 정도 확보를 위해서는 냉간 가공을 이용한 이중 곡 성형
작업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선상 가열을 이용하여 곡 성형
정도를 확보하는 복합 성형 공정의 개발이 요구됨.
- 그러나 선급용 강재의 경우 제조사별 제조 방법이 상이하여 기계적
물성의 편차가 크고, 15mmt 이상의 강재가 TMCP(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잔류 응력의
크기 및 분포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냉간 성형시 탄성 복원량
(스피링 백)을 예측하기 어려움.
- 이에 당사는 산학과제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이중 곡 냉간
성형을 위한 성형 경로 및 곡 성형 정도 확보를 위한 선상 가열선
생성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선체 곡 외판 자동 곡 성형 적용률을
100%, 성형 정도를 95% 이상 확보가 가능한 복합 성형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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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1) 매우 두꺼운 이중 곡 외판의 자동 곡 성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하이브리드(냉간 및 열간) 성형 공정 설계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이중곡 냉간 성형 탄성
복원 예측 정도
하이브리드 이중공 곡
성형 정도

단위
%
%

달성목표
탄원 복원 예측
정도 90% 이상
성형곡 예측 정도
95% 이상

- 이중 곡 냉간 성형 공정 설계 (탄성 복원 예측)
- 이동형 roller를 이용한 이중곡 성형 장치 설계
- 인공지능 기반의 하이브리드(냉간+열간) 이중 곡 성형 공정
설계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선체정도솔루션
책임연구원
PM

성명

연락처

진형국

031-210-9669,
hkjin@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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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0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선박 밀집 해역 내 충돌회피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 – 2021.12.31
- 개요 (개념 및 정의)
 선박의 충돌사고 원인 중 90%는 근무태만 등의 인적 과오에
의해 발생함. 충돌회피 기술을 개발하여 운항자에게 사전에
경보를 하거나, 자동으로 회피기동을 수행하는 기술이 확보
되면, 대부분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기존의 선박 충돌회피 기법들은 그 대상을 개별 선박으로
한정하여 설계됨. 하지만, 선박의 충돌 문제는 복잡한 흐름을
갖는 타선 및 항만과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문제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기법이 필요함.

개요 및
필요성

 기존 선박 충돌 회피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단일선박에 대한
회피를 수행하기 위한 기법으로, 복잡한 통항 환경에 대한
충돌회피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필요성
 선박의 충돌 사고는 대양에서 항해하는 상황보다는 선박이
밀집되어 있는 복잡한 해역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밀집 해역 내
충돌회피 기술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현재

개발된

충돌회피

지원시스템(Hi-CASS)내

충돌회피

알고리즘은 단일 선박에 대한 1:1 회피로 충돌문제를 단순화
하기 때문에, 선박이 밀집되어있는 복잡한 통항상황에서는 최적
회피경로계획이 불가능함.
 개발된 충돌회피 기술은 추후 선박의 자율운항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고, ISS 에 해당기술을 경보 시스템으로 탑재할 시 자사
스마트선박의 차별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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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1. 밀집 해역 내 다수 선박에 대한 충돌회피 기술
2. Hi-CASS 내 탑재를 통한 개발기술 실증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4 대 이상 동시 충돌회피
1
%
99% 이상
성공률
2 고려 가능 상황인자 수
개
5 개 이상
1. 밀집 해역 내 다수 선박에 대한 충돌회피 기술개발
2. 개발 알고리즘 Hi-CASS 탑재 및 실증을 통한 검증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인공지능 PM

책임연구원

우주현

031-210-9528
jhwoo4@hhi.co.kr

인공지능 PM

연구원

전마로

031-210-9557,
maro.jeon@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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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05 월 0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기반 고신뢰성 자율항해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 – 2021.12.31
- 개요 (개념 및 정의)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란 현실계의 다양한 현상과 디지털
사이버계가 긴밀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의미하며, 기술적으로는
가상(Cyber)시스템과 사람, 장비와 같은 물리적(Physical)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분산제어
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
 CPS 기반 자율항해 기술이란 선박항해장비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센싱, 축적, 분석해 선박 자율항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임

개요 및
필요성

 기술요소로는 사이버
증강현실 등이 있음.

보안,

고장

예지,

사전

시뮬레이션,

- 필요성
 시스템 자율화 기술은 최근 선박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동향이지만, 자율화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음
 항통장비 센싱 - 항해사 - 액츄에이터 제어에 걸친 기존
방식의 전반적인 선박항해 프로세스는 개별 시스템의 신뢰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이종 시스템들 간의 결합 및 자율화에
따른 복잡성, 불확실성이 있어,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음.


고신뢰성 자율항해을 위해선 선박항해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물리 시스템 및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여 CPS 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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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1. 전용호선 3 척에 대한 항해시스템 가상-물리시스템 모델링
2. CPS 테스트 실증 3 회
3. 데이터 기반 상태예측 테스트 실증 3 회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전용호선 탑재
2

개발 내용

1.
2.
3.
4.
5.

CPS 테스트 실증

단위
척

달성목표
3 척 이상

회

3 회 이상

항해시스템 가상-물리 모델 개발
항해시스템의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항해시스템의 고장예지 기술 개발
항해시스템의 사전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항해시스템의 증강현실 기술 개발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인공지능 PM

책임연구원

우주현

031-210-9528
jhwoo4@hhi.co.kr

인공지능 PM

연구원

전마로

031-210-9557
maro.jeon@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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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4 월 29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멤브레인 타입 LNG 탱크의 2 차 방벽 용 PU1 접착제 개발

개발 기간

2020.01.01~2021.12.31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개념 및 정의)
 LNG 탱크는 극저온 (영하 163℃) 상태의 LNG 를 저장하고
있으며, LNG 가 탱크 외부로 유출되면 선박에 치명적인 안전
문제를 초래하므로 1 차 및 2 차 방벽으로 이중으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음
 1 차 방벽은 LNG 와 직접 닿아 있으며, 2 차 방벽은 1 차 방벽과
선체 사이에 위치하며 polyurethane foam 형태의 보온재
사이에 위치하여 1 차 방벽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2 차 안전
장치의 역할을 함
 멤브레인 타입 LNG 탱크의 2 차 방벽은 RSB (rigid secondary
barrier)와 FSB (flexible secondary barrier)가 있으며,
RSB 와 FSB 의 연결 부위를 PU 계열의 접착제로 접착함
 2 차 방벽과 polyurethane foam 과의 부착에도 PU 계열의
접착제가 사용됨
 2 차 방벽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PU 접착제는 극저온
환경에서 접착부 액밀성 (liquid tightness)을 보장해야 하며,
설계 하중 및 반복 하중에 의한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함
- 필요성
 멤브레인 타입 LNG 탱크에 적용되는 접착제 중 유일하게
국산화가 되지 않은 접착제로 국산화 필요
 과거 다른 접착제들의 국산화 경험에 의하면, 국산화 이후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빠른 대응(선주 대응, 제품 개선 대응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당사의 독자 멤브레인 LNG 화물창 개발에도 적용 가능

1

PU: Polyurethane
-1-

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2 차 방벽 접합 용 PU 접착제 국산화
 접착제 재료비 30% 절감
 접착 후 경화시간 최소화로 공기 단축
 설치 공수는 기존 접착제 사용 시와 동일하게 유지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1

접착제 자체 인장강도

MPa

2

접착제 자체 전단강도

MPa

6

사용환경 영향*
(전단강도)
2 차 방벽 접착강도**
(전단강도)
2 차 방벽 접착강도
(인장강도)
기밀성

7

양산 가능성

3
4
5

MPa

달성목표
≥3 (25℃)
≥30 (-170℃)
≥10 (25℃)
≥10 (-170℃)
≥10 (25℃)

mbar/h

≥4 (25℃)
≥7 (-170℃)
≥3 (25℃)
≥7 (-170℃)
≤1***

-

가능

MPa
MPa

8
ABM 적용
성능 개선****
사용환경 영향*: LNG, 질소, 암모니아에 15 일간 노출 후 실험
2 차 방벽 접착강도**: RSB, FSB 와 접착 후
1***: 실험 장비 및 조건에 따라
성능 개선****: 접착 속도 증가, 기존 접착제 대비 불량률

개발 내용

진행
실험
변경
감소

- 2020 년 (1 차년)
 기존 접착제 성분 및 성능 분석
 다양한 접착제 개선안 도출 및 실험실에서 생산
 자동 본딩 장비(ABM) 적용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사용 온도 영역에서 접착 성능 평가 (-163~45℃)
 원가 및 성능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안 도출
- 2021 년 (2 차년)
 1 차년도 최종안으로 도출 된 접착제 양산을 위한 기술 지원
 자동 본딩 장비(ABM) 적용을 위한 기술 지원
 최종 양산 제품에 대한 접착 성능 평가 및 시스템 강도 평가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선박의장연구실 책임연구원

성명

연락처

김용태

02-746-5633,
yongtd@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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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15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살균제 농도 계측을 위한 센서 개발

개발 기간

2020. 1 ~ 2021. 12
- 개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는 선박 평형수에 포함된 해양 생물을 살균하여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활성 물질을 사용하여 생물을
살균하는 화학적 처리 장치의 경우 주입하는 화학 물질의 농도를
*
허용 범위 내로 유지/제어하기 위한 모니터링 장치로 TRO (살균제)
Sensor 를 사용하고 있다.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현재 BWTS 에 사용되고 있는 TRO Sensor 의 90% 이상은 미국 HF
Scientific 社의 CLX 제품으로 DPD**(발색제) 방식의 측정 장치
이다. 시약식 TRO Sensor 는 샘플링, 시약주입, 발색, 측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간헐적 측정 장치(1 회/분)이므로 실시간 제어가
요구되는 선박평형수 장치에 사용하려면 측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 독점적 지위에 의해 기존 제품 가격이 높기 때문에
TRO Sensor 측정 방식 변경을 통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기존
제품 대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계측 센서의 개발이 요구된다.
* TRO : total residual oxidant(총 잔류 산화제)
** DPD : N,N-Diethyl-p-phenylenediamine (발색제)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2 년)
2020 년 : TRO 농도 센서 개발(원가 30%절감)
2021 년 : 실증 시험 및 센서 인증 획득(국내외)

1.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TRO 농도 센서 개발
2. TRO 농도 센서 적합성 검증 시험
3. 센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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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시스템성능연구실

책임

김홍원

052-202-5626
khw007@hhi.co.kr

박용기계기술부

차장

임재동

052-202-3240,
jdlim@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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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월○○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고농도 차아염소나트륨(살균제) 제조를 위한 고전류밀도 전극 개발

개발 기간

2020. 1 ~ 2020. 12
- 개요
해수에 포함된 해양 생물을 살균처리하기 위하여 해수를 전기분해하여
살균제(차아염소산 나트륨)를 생성하기 위한 고전류밀도 전극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기존 BWTS*에 사용 중인 전기 분해조의 경우 낮은 염소 발생율(약
1,000ppm)과 전기분해시 발생되는 부산물(By-Product) 생성의
문제가 있으며, 장치 크기, 저온/저염분 지역에서의 사용에 제한이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대비 50~100 배의 고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살균제)를
생성할 수 있는 전극을 개발함으로써 부산물의 생성 억제, 장치의
소형화, 저온/저염분 지역에서도 선박을 운항하고자 함과 동시에 기존
전극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해수를 선박에 유입 시, 해수에 포함된
해양생물을 살균하기 위한 장치

2. 개발 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 목표
2020 년(1 년 연구과제 수행) :
고농도 살균제(차아염소산나트륨)를 생산하는 고전류밀도 전극 개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율

ppm

50,000~100,000

2

효율
(=염소발생율/소모전력)

%

85%이상

1. 99% NaCl 을 전기 분해에 이용하여 고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성하는 전극 개발(기존 전극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2. Lab. Scale 의 고전류밀도 전극 검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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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시스템성능연구실

책임

김홍원

052-202-5626
khw007@hhi.co.kr

박용기계기술부

차장

임재동

052-202-3240,
jdlim@hhi.co.kr

-2-

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4 월 2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표면경화처리 대체 코팅 및 표면 처리 적용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 1 ~ 2020. 12
- 동력전달장치에 축이나 기어, 클러치, 캠 그리고 스핀들과 같은
부품들은 충격에 강하고 내마모성이 뛰어나야 하므로, 표면 일정
두께까지는 경도를 키우고 그 아래는 강도를 높이는 표면 경화
(침탄, 질화, 고주파 등) 처리 작업을 적용 중임.
- 코팅은 경화처리 대비 공정 소요 시간이 짧고 제작 수량에 대한
자유도가 높으며 코팅으로 내마모성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경화
처리 효과를 낼 수도 있음.
- 저급 소재의 고성능, 원가절감을 위해 표면경화처리 대체 코팅
및 표면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함.

개요 및
필요성

2. 개발 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 목표
2020 년(1 년 연구과제 수행) :
Feasibility test : 코팅/표면처리 적용가능성 평가
대상부품 : 피스톤 링, 피스톤 핀, 흡/배기밸브
Engine test : 기술 적용 부품 수명 검증
- 기술개발 목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마찰계수

단위
-

2

마모율

%

3

부품 단가

%

달성목표
기존대비 10% 이상 저감
기존 대비 100%(동등 수준)
피스톤 핀: 5mm/10000hrs
SmallEnd: 0.05mm/10000hrs
Piston Ring: 0.2mm/12000hrs
기존 대비 10% 인하

- 우수한 내마모성을 요구하는 엔진 부품에 대한 부품 파손 현황,
손상 형태 및 현 개선 대안 분석 (대학)
- 선박용,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코팅기술 현황 및 코팅업체
기술 동향 확인 (대학)
- 엔진 부품에 적용 중인 열처리 현황 파악 (HHI)
- 엔진에 적용 가능한 경화처리 대체 코팅기술 적합성 평가를 통한
양산 적용 (기초시험: 대학, 엔진시험: HHI)
- 경화처리 대체 코팅기술의 양산 적용 및 수평 전개 가능성 검토
(대학/HHI)
-1-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최적설계연구실

주임

성명

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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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2-202-7901
Hyang.lee@hhi.co.kr

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5 월 9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프로펠러 ASE 대체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 1 ~ 2020. 12
1. 개요
유체는 회전하는 프로펠라의 날개 표면을 따라 흐르지만, 날개
끝단에서 떨어져 나갈 때, 소용돌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와류라고 함.
와류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와류 강도와 주파수로 그 특성이
규정됨. 반면 프로펠라는 하나의 구조물로서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와류 주파수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공진이
발생함. 공진이 발생하는 주파수가 저주파(200Hz 이하)일때는 프로펠라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고주파일 경우는 소음이 발생하며,
업계에서는 프로펠라가 소리내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singing
현상이라고 부름. 공진에 의한 파손 및 siniging 은 주요품질 문제로
공진회피 설계가 필요함.

개요 및
필요성

2. 필요성
기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날개 끝단부 전체를 날카롭게
가공하여 와류 주파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공진을 회피함. 이 기술을
ASE(Anti Singing Edge)로 부름. (와류는 날카로운 끝단에서 떨어져
나갈 때, 작고 갯수가 많아짐. 즉 주파수가 증가함) 끝단의 가공한계가
있으며 실제 선박의 운항조건이 사전 설계조건을 벗어날 때,
공진파손이 발생함.
본 과제는 와류발생기를 사용하여 날개끝단의 와류주파수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와류발생기는 기존
항공 및 자동차 산업에서 와류제어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아직까지 선박용 프로펠라에 적용된 사례는 없음.
와류발생기의 형태는 날개 표면에 여러 개의 작은 날개 형상(Vortex
Generator)을 설치할 수 있으며, 날개 표면에 요철(Surface Riblet)의
형태로 가공할 수 있음. 이 와류발생기는 통상 공진이 발생되는 특정
부위에 대하여 와류주파수를 높이거나 제어가능함. VG 와 SR 은
날개끝단의 가공한계와 무관하게 와류주파수를 증가시킨 설계가
가능함. 이외에도 와류 제어가 가능한 독창적인 기술제안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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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 목표
2020 년(1 년 연구과제 수행):
선박 추진용 프로펠러 와류발생기 설계/평가 기술개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와류발생주파수
1
정확도
운전범위내
2
공진회피율

단위

달성목표

%

5%오차이내(실증시험대비)

%

공진회피율 10% 이상

운항조건 분석 및 프로펠러 운전조건 평가 (HHI)
와류발생기 형상설계 및 CFD 평가기술 개발 (대학)
Parametric study 를 통한 최적형상설계 (대학)
실증시험을 통한 성능검증절차 구축 (HHI)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최적설계연구실

책임

김영훈

031-210-9647
will@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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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4 월 11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모델기반 엔진제어 파라미터 자가 튜닝 알고리즘 개발

개발 기간

2020. 1 ~ 2020. 12
- 당사 시운전장 에서 파라미터 튜닝한 엔진은 인도 후 설치된
필드의 외기 조건에 의해 최적 운전 포인트가 틀어지며 이 경우
엔지니어에 의한 재튜닝이 필요하다
- 엔진이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마모되는 경우 기존 최적 운전
포인트가 틀어지며 엔지니어에 의한 재튜닝이 필요하다

개요 및
필요성

- 최적 운전 포인트가 틀어지는 경우에는 효율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배출도 악화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Oscillation 할 수도 있다
-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해 제어기가 감지하여 자가튜닝 한다면 엔진의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전주기 동안 안정적인 운전 성능 을 보장할
수 있으며 튜닝 엔지니어의 역량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문제도
감소된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 엔진 특성 및 주위 환경에 따른 PID 게인 자동 튜닝 알고리즘
도출
- 엔진 전주기 동안의 최적 제어 파라미터 자동 튜닝
개발 목표

- 대상 제어: 속도 제어, 공연비 제어, 가스압력 제어 등
- 주요 개발 사양
• 대상엔진 : 4 행정 이중연료엔진 (실린더 지름 : 22~35cm)
• 엔진속도 : 최대 450 ~ 1000 rpm
- 프로세스 출력 기반 자가튜닝 알고리즘 도출

개발 내용

- 해당 제어를 위한 엔진 모델 도출
- 해당 모델 및 알고리즘을 당사 소스코드 상에서 구현할 방안 도출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디지털트윈연구실

책임

정창민

052-202-7521
jcm5568@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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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04 월 29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
EFI (Electronic Fuel Injection) Controller 개발

개발 기간

2020. 1 ~ 2021. 12
- 개요
EFI (Electronic Fuel Injection) Controller 는 전자제어를 통해 연료를
엔진 내부에 분사시키는 장치로써 엔진의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선진사(W 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핵심
기술 의존도 심화와 엔진 제어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당사 Dual Fuel 엔진은 환경 규제로 인한 엔진의 수주확대로
엔진부문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지만, 엔진의 핵심 부품 인 EFI
Controller 는 전량 수입 의존하여 핵심 부품의 기술종속이 계속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EFI Controller 기술 개발을 통해 핵심 부품의 H/W 와
S/W 기술을 확보하여 선진사(W 사)의 전량 공급에 따른 기술 도입
종속을 피하고, 엔진제어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 목표
2020 년(2 년 연구과제 수행) :
Duel Fuel 엔진 탑재 가능한 EFI Controller 개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1

EFI Controller
설계기술

2

양상 제품
(W 사)의
인젝터제어
기능 동등 조건

달성목표
상세설계확보/검증
H/W 설계 및 시제품 제작
S/W 개발(Firmware 개발)
.인젝터 전류제어(Peaktime, Injection Duration,
Peak 전류, Hold 전류
설정) (분해능 : 0.1A)

- 기 개발된 EFI Controller H/W, S/W 분석 및 기능 향상
- 주요 성능 지표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확보
. Pickup 신호 처리 및 이중화 기능
. 속도 연산 기능
. 개별 실린더별 분사(분사시점, 분사기간) 기능
. 구동 전류 상태 진단 기능
. J1939 통신 기능
. Micro pilot / Gas Admission Valve 인젝터 제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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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
- 실증 시험 (HiLS / 엔진 탑재)
- 제작 업체 발굴 및 Maintenance 프로세스 정립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디지털연구실

책임

최항섭

052-202-8589
hschoe@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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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4 월 10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모델 기반 제어 프로그램 개발 Framework 구축

개발 기간

2020. 1 ~ 2021. 12
- 제어 SW(Software)와 연동되는 Digital Twin 을 구축하기 위해
Model 기반 SW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 MATLAB Stateflow 를 이용하여 모델 기반의 SW 개발을
수행하고, 제어기의 종류(Embedded system or PLC)에 맞게
자동 코드 생성하여 HW(Hardware)에 구속되지 않는 유연한
개발 환경 구축
- 모든 프로젝트(엔진 제어, SCR 제어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부 SW Library 구축
- Text 기반의 언어보다 가독성이 높은 Stateflow 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유관 부서와 원활한 협업 환경 조성

개요 및
필요성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 MATLAB Simulink 및 Stateflow 로 작성된 SW 기능 구현
: 모델 기반 SW 의 함수 단위 소스 코드 생성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단위
달성목표
성능지표
Stateflow
1
N/A 정의한 Logic 의 Stateflow 함수 구현
SW Library
2
3

개발 내용

Target
Source Code
정합성 검증

MATLAB Embedded Coder 및 PLC

N/A Coder 를 이용한 함수 단위 Source
N/A

Code
Stateflow 로 개발한 SW 와 생성된
Source Code 의 정합성 검증 Report

- SW 기능 정의 (HHI)
- Stateflow SW Library 개발 (대학, HHI)
- Stateflow 로 설계된 제어 로직의 함수 단위 소스 코드 변환
방안 탐색/MATLAB Coder 설정 (대학, HHI)
- 생성된 소스 코드와 Stateflow 의 정합성 검증(대학)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디지털트윈연구실

주임

김재희

052-202-8514
jhkim83@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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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4 월 17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선박내연기관 NOx 농도 측정용 센서 개발

개발 기간

2020. 1 ~ 2020. 12

개요 및
필요성

개요:
선박 시장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해 기존
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가 탑재되고 있으며 장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질소산화물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필요성:
배기가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출구의 질소산화물(NOx) 농도를
측정하여 환원제(UREA) 투입량을 결정하기 위한 센서로 신뢰도 및
내구성이 높은 제품이 요구된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 목표:
2020 년 NOx 계측센서 상품화 기술

개발 목표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센서모듈 개발
2

개발 내용

상품화 개발

단위

달성목표

EA

질소산화물 계측모듈

EA

센서외형 개발

질소산화물 계측원리 및 모듈화 계획수립
정확도 및 오차범위 산출
센서 설치환경 반영 제품화 계획
센서 외형제작
센서 시험 검증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엔진제어
기술부

차장

표준호

052-202-9594
jhpyo@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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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4 월 12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힘센엔진 전기추진 패키지 표준 설계

개발 기간

2020. 1 ~ 2021. 12
- 개요
: 힘센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전기추진 시스템 패키지 표준 설계
도출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전기추진 시스템 적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의 수요는 크지 않음. 따라서 크루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대상으로 한 시장 진입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
: 전기추진 시스템은 주요 장비들의 물리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전체 시스템의 복잡도 증가에 따라 최적화 및 운전 측면에서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개별 장비가 아닌 통합
시스템 관점에서의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가 필수적임.

2. 개발 목표 및 내용
-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한 힘센 DF 엔진 기반 전기추진 패키지
표준 설계 및 통합 시스템 성능 분석 최적화 기법 도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기술개발 목표 (2020~2021 년, 2 년 연구과제 수행)
<1 차년도>
- 전기추진시스템 기본 아웃라인 도출
: 전기추진시스템 주요 특성 분석
: 전기추진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 특성 및 기술 전망 분석
(엔진, 배터리, 연료전지 등)
: 크루즈선 대상 추진 시스템 주요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주요 인자 도출
: 전기추진시스템의 기본 설계 구성안 도출
<2 차년도>
- 크루즈선 대상 전기추진시스템 표준 설계 도출
: 대상 선박의 운전 및 부하 특성 분석
: 전기추진시스템 구성 및 주요 장비 제원 선정
: 통합 모델 기반 성능 최적화
: 계통 해석 기반 힘센엔진 전기추진 패키지 표준 설계 도출
- 당사: 대상 선박 및 힘센엔진 데이터 제공, 설계 타당성 검증
- 개발(연구) 기관: 추진 시스템 계통 해석 및 통합 시스템 성능
분석 최적화 기법 도출, 전기추진 시스템 표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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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첨단추진시스템연구실

책임

윤현숙

031-210-9632
yoonhyeonsook@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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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4 월 10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2MW 급 전기추진 패키지 실증설비 개발

개발 기간

2020. 1 ~ 2021. 6
개요:
선박 시장에 환경규제 및 EEDI 규제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해 기존 엔진을 이용한 추진방식이 아닌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추진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요 및
필요성

필요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추진기술로 전기추진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제안되고 있다. 전기추진 시스템은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기술로,
설계 및 운영상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기추진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운영, 제어에 대한
핵심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소규모 실증설비 구축 및 시스템 성능
검증/평가 기술 개발 확보가 필요하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전기추진시스템 실증설비 구축 및 시스템 평가/분석 기반 수립
(2020.01~2021.06, 18 개월 연구과제 수행)

개발 목표

개발 내용

<1 차년도: 12 개월>
- 전기추진시스템 실증설비 구축 및 시스템 평가 기반 수립
: 2MW 급 전기추진시스템 실증설비 구축 설계 지원
 배터리, 연료전지 등 다양한 동력원 적용 확장을 위한
시스템 실증 설비 기본 구조 설계
 전력계통 해석 기반 전기추진시스템 상세사양 선정
 실증설비 운영 시스템 구축 지원
: 전기추진시스템 평가 기반 수립
 전기추진시스템 파트수준 및 시스템수준의 주요 성능 인자와
평가 항목 도출
 실증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 구조 설계
<2 차년도: 6 개월>
- 전기추진시스템 실증설비 운영 및 시스템 평가
: 전기추진시스템 평가 기반 수립
 통합 시스템 운영 기반 주요 평가 시나리오 도출
 통합 시스템 성능 평가 정량화
- 실증 데이터 기반 분석 보고서 작성
: 도출된 평가 방법론 기반 평가 사례 구체화
- 당사: 전기추진시스템 실증 설비 구축, 운영
- 개발(연구) 기관: 전기추진시스템 실증 기반 평가를 위한 실증 설비
상세설계 및 평가 방법론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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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첨단추진시스템연구실

책임

윤현숙

031-210-9632
yoonhyeonsook@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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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2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내압 방폭형전동기의 폭발압력 저감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 1. 1 ~ 2020. 10. 31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개념 및 정의)
내압 방폭형전동기(Ex d)는 폭발 가스가 존재하는 위험 지역에 설치
운전되며, 내부에서 폭발 발생시 외함이 폭발에 견뎌야 하고 내부의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임.
- 필요성
전동기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압력을 견뎌야 하는 내압방폭형전동기
제품의 특성상 폭발에 의한 외함의 충격압은 해당 제품 설계의 주요
고려 조건임. 폭발압력이 클 경우 외함 설계시 폭발압력을 견디기
위한 외함 구조의 보강이 필요하며 이는 제품의 원가 상승 및 크기
증가를 유발하여 제품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폭발에 의한 충격압 저감기술 확보를 통하여 내압 방폭형
전동기의 외함구조 최적화 설계가 가능해지면 제품 경량화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폭발압력 저감 설계 적용으로 방폭형 전동기 경량화 달성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당해년도)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기존 대비 폭발압력 저감율
2

개발 내용

-

기존 대비 외함 중량 감소

단위
%

달성목표
≥40

%

≥30

폭발 해석 기법 고도화 및 인증 시험 Data 분석
폭발압력 영향 인자 분석
폭발압력 저감 설계 개선안 수립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당사)
폭발압력 저감 설계 기준 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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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회전기연구개발실

책임

이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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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89-5062
lee.joonyeob@hyundai-electric.com

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5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굴삭기 작업면 형상 인식기술 개발 및 시스템 사양 설계

개발 기간

2020 년 1 월 ~ 2021 년 12 월 (2 년)
- 개요
굴삭기 버켓 선단을 계측하고자 하는 지면에 위치시키고, 기
설치된 IMU 센서 등을 활용하여 버켓 선단의 좌표를 측정하여
지면을 정확히 측량하는 MG(Machine Guidance) 시스템이
적용된 굴삭기에서, 버켓 선단 촬영이 용이한 곳 (캐빈 상단이나
암의 적정 위치)에 카메라 센서를 장착하여,
1) 버켓 선단과 지면의 상대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MG
시스템으로 측정한 버켓 선단 측량 값을 보정하며,
2) 작업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3 차원 형상 정보를 취득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 작업면의 작업 정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 (시공면에 대한 측량 정보와 이미지 정보 동기화
및 형상 정보 취득 기술)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MG 시스템의 정확도가 우수하여도, 측량을 실시할 때 작업자가
버켓 선단을 정확히 지면에 접촉하지 않고 측량하면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측량 정보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MG 를 이용하여 측량할 때 버켓 선단이
지면에 접촉한 사진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나, 사진 촬영을 위해
불필요한 작업 시간이 소요되고, 측정된 사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MG 시스템을 이용한 작업 정확도 측정은 한 번에 1 개
포인트에 대한 측량만이 가능하므로 작업 과정에서의 진척 정도나
작업 완료 후 작업면의 전반적인 정확도를 측정하기에는 과다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MG 시스템의 기능과
작업면의 형상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융합하여
측량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굴삭기로 작업한
지면의 실 작업면의 정확도도 같이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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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1) 카메라를 이용한 작업면 형상 측정 기술 개발
(측정 정밀도 ≤10mm, 해상도 ≤5mm)
2) 작업면에 대한 측량정보와 이미지 정보 동기화 기술 개발
3) 임베디드 제어기 및 인터페이스 사양 설계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예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지면과 버켓 선단 상대위치
mm
≤5
측정 해상도
1 차년도
2 차년도

MG 실 측정 정밀도

mm

≤10

작업면 형상 측정 정밀도

mm

≤10

- 1 차년도


작업면 형상 인식을 위한 센서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센서 시스템 신호 처리 환경 구축 : 노트북 기반



버켓 선단 대 작업면 상대 위치 추정 기술 개발 (1 단계)



1 단계 기술 개발 검증 방안 수립



임베디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사양 설계



굴삭기 대상 1 단계 기술 개발 내용 검증 시험

개발 내용
- 2 차년도


센서 기반 실시간 작업면 형상 측정 기술 개발 (2 단계)



2 단계 기술 실차 검증 방안 수립



임베디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사양 설계



다양한 측정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굴삭기 실차 대상 2 단계 기술 적용 및 다양한 환경의
성능평가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현대건설기계
선행기술부

책임연구원

이상훈

031-329-5375,
sanghoon.lee@hyunda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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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18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SLAM 알고리즘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03.01~2022.02.28

개요 및
필요성

- 안내 및 물류 서비스 로봇과 상부에 로봇이 장착된 산업용 로봇 등
모바일 로봇을 이용한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모바일 로봇을 이용한 로봇 사업 적용을 위해서는 SLAM 을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 및 안정성이 핵심 요소
-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은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을 의미하며, 위치 추정을 위한 로봇 모션 및
센서 데이터 처리, 로봇 위치 정보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
작성,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한 경로 생성, 경로 상의 물체를 감지
및 회피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함
- 10 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단축시키기 위해 타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자체 기술 확보가 필요함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목표

- 2D Lidar 를 이용한 SLAM 알고리듬 개발(1 차년도)
 기술개발 목표 1 차년도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위치정보 누적 오차 mm
≤100
2
각도정보 누적 오차 °
≤2°
3
충돌 회피
%
100
- 다종 센서를 이용한 SLAM 알고리즘 개발(2 차년도)
 기술개발 목표 2 차년도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위치정보 누적 오차 mm
≤10
2
각도정보 누적 오차 °
≤1°
3
충돌 회피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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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 2D Lidar 를 이용한 SLAM 알고리듬 개발(1 차년도)
1) 로봇 및 센서정보(2D Lidar, IMU 등)를 이용한 SLAM 알고리듬
개발
A. 로봇 Odometry 및 관성 센서를 이용한 모션 모델 개발
B. Lidar 센서를 이용한 환경 인식 및 mapping
2) 2D map 정보 보기, 편집 및 설정 GUI 개발
A. Mapping 정보에 대한 편리한 사용자 접근 GUI 환경 개발
3) 모바일 로봇 경로 생성 및 충돌 회피 알고리즘 개발
A. Map 상의 시작점과 목표점이 주어질 경우 경로 생성
B. 센서를 이용한 물체 인식
C. 이동 경로 상의 물체 감지 시 경로 회피
4) SLAM 알고리듬 기술 비교 평가
A. 상용 Simulation 환경에서 로봇 및 sensor spec. 따른
slam 알고리듬 기술 평가 방안 확보
B. Opensource slam 알고리듬(G-mapping, Grap SLAM,
Catographer 등) 평가 방안 확보
- 다종 센서를 이용한 SLAM 알고리즘 개발(2 차년도)
1) 로봇 및 다종 센서정보(3D Lidar,3D Camera, IMU 등)를
이용한 SLAM 알고리듬 개발
2) 3D map 정보 보기, 편집 및 설정 GUI 개발
3) 다종 센서 기반 모바일 로봇 경로 생성 및 충돌 회피 알고리즘
개발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제어플랫폼연구팀

책임

정인환

031-289-5317
123inani@hyundai-robo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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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03 월 21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머신러닝 기반 산업용 로봇 구동부 고장진단 모델 개발

개발 기간

2020.03.01 ~ 2022.02.28 (2 년)
 개요
-

산업용 로봇 전동부의 고장 진단 및 예지 (PHM: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기술을 통해 잔여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선행연구임.

-

고장 시 수리시간 및 빈도를 고려한 산업용 로봇의 주요
고장부품은 모터와 감속기이며, 모터/제어 신호처리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구동부의 고장진단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임.

 필요성
-

H/KMC 등 제조업 기반의 주요 고객사에서 생산라인의 다운
타임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예지적 고장진단

개요 및
필요성

(PHM: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에 대한 기술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당사 연구인력 중 로봇 전동부의 고장진단 분야에 특화된
연구원은 부재한 상황이며, 개발인력도 부족한 상황임.

-

당사의 서비스 사업분야의 핵심 제품인 HRMS (Hyundai Robot
Management System)는 로봇의 상태 모니터링은 가능한
수준이나, 예지적 고장진단 알고리즘/노하우는 부재한 상황임.

-

고객사에서는 HRMS2.0 의 차별화 된 부분으로 고장진단
성능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성능 고장진단 기능
적용을 통한 HRMS2.0 의 제품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1-

2. 개발 목표 및 내용




성과창출 목표
-

모터 고장진단을 위한 상태감시 인자 확보

-

모터드라이브 고장전조 인자 확보

-

HRMS2.0 구동부 (모터/모터드라이브) 고장진단 기능 확보

기술개발 목표
-

1 차년도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모터 고장진단 인자
모터드라이브 고장전조
2
인자
3
국내특허 출원

개발 목표

-

단위
개

달성목표
4

개

2

개

2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모터 고장진단 정확도

단위
%

달성목표
≥80

2

개

1

2 차년도

국내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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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모터 고장진단을 위한 상태감시 인자 개발
-

서보 모터의 현장 열화와 유사한 고장인가 방법 개발

-

가속도, 고정자 전류, 제어신호 등 복합 신호 계측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개발 내용

복합신호 분석을 통한 모터 상태 감시 인자 개발

모터드라이브의 고장전조 인자 개발
-

모터드라이브의 주요 부품 및 고장모드 선정

-

고장인가를 통한 모터 고장모드 데이터 취득

-

고장 전조인자 개발

머신러닝 기반 로봇 구동부 고장진단 모델 개발
-

모터 고장모드에 따른 주요 고장 분류

-

모터/모터드라이브 간 고장 상관관계 분석

-

머신러닝 기반 구동부 고장진단 모델 개발

그림 1. 로봇 구동부 고장진단 모델 개발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제어플랫폼연구

책임

강창순

031-328-7178,
kangcs@hyundai-robo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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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18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모바일 로봇 관리를 위한 Fleet Management 시스템 개발

개발 기간

2020.03.01~2021.02.28

개요 및
필요성

- 다수의 모바일 로봇을 동일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용 컨트롤러 및 관리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실내 공간 내부의 지도상에 모든 모바일 로봇의 위치, 배터리 상태,
Job 상태 등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
- 다수의 모바일 로봇에서 작업을 수행할 최적의 로봇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배차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여러 대의 모바일 로봇이 좁은 공간으로
집중되어도 정체되거나 구석에 갇히지 않도록 순서대로 운행
지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스마트 공장의 생산 시스템(MES, WMS, ERP 등)과 연동하여
생산량에 따른 모바일 로봇 작업을 할당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목표

모바일 로봇의 군집 제어를 위한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최대 관리 대수
실시간 모니터링
2
지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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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 Management 시스템 개발
단위
EA

달성목표
최대 100

sec

≤0.2

개발 내용

- Fleet Management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지도 공유 기능
모든 모바일 로봇은 하나의 지도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함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모바일 로봇의 위치, 배터리 상태, Job 상태 등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전력 관리 기능
모바일 로봇의 충전 상황에 따라 적정 시기에 충전하도록
관리
 작업 할당 기능
최대 100 대의 로봇에서 작업을 수행할 최적의 로봇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배차
 교통 통제 기능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여러 대의 모바일 로봇이 좁은
공간으로 집중되어도 정체되거나 구석에 갇히지 않도록
순서대로 운행 지시하여 로봇의 트래픽 흐름을 최적화
 스마트 팩토리 연동 기능
스마트 공장의 생산 시스템(MES, WMS, ERP 등)과
연동하여 생산량에 따른 모바일 로봇 작업을 할당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제어플랫폼연구팀

책임

정하정

031-289-5313,
trust75@hyundai-robo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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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1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위한 개방 분산형 플랫폼 개발
(Distributed Open platform for intelligent robot solution)

개발 기간

총과제
-

기간(2 년: 2020.03 ~ 2022.02)
(0.5 년): 요구사양 분석 및 설계/협업 시스템 구축
(1 년): 플랫폼/프레임워크 개발(산), 지능형 솔루션개발(학)
(0.5 년): 평가 및 사업화(사이트 적용 및 보완)

- 개요 (개념 및 정의)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로봇 하드웨어를 추상화하고 응용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기본기능과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응용개발자가 서비스 로봇 솔루션을 위한
알고리즘 연구와 응용 개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분산제어 및 병렬처리는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된 프로세스
모듈간의 협업을 뜻하며 이를 위한 모듈간 데이터 전달 체계 및
리소스 공유 등의 기반이 지원되어야 한다.
지능형 솔루션을 구성하는 AI 엔진은 연구를 통해 구성된 AI
모델을 실제 구현하여 로봇에 탑재하는 응용 모듈로, 기반
플랫폼은 엔진의 탑재와 구동을 수행하며 손쉬운 응용개발을 위한
AI 개발용 프레임워크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요 및
필요성

- 필요성
5G connectivity 를 통해 장벽이 없어진 분산환경 구축이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AI 기술이 가능한 현재의 IT 환경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동로봇 혹은 서비스로봇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또한 당사는 매출증대를 위하여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시장과는 다른 스마트 팩토리 분야 등으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로봇
시장 개척을 위한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진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연구 개발은 필수적이다. 우리 로봇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제작환경에서 긴 시간 운영되어 안정성을 검증 받았으나 반면에
특화된 분야에 국한된 폐쇄성으로 인해 현재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과 개방성은 미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시장의 확장에서 소외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소외의 위험성을 낮추고 적극적인 시장 확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재의 시장요구에 대응하려면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연구개발이 절실하며 필수적이다. 또한
솔루션 확대의 첨병인 학계와의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족할 수
있는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고객인 학계의 요구사양 수용 및
인지도 확보를 통해 고객을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플랫폼
개발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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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5G 분산환경에서 운용되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탑재하는
유연하며 개방성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여 현재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분야 확장과 미래고객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시스템 로봇 운용 수
대(EA)
10(1 차), 30(2 차)
2

동시제어 로봇 수

대(EA)

1(1 차), 3(2 차)

3

지능형 서비스 솔루션

개(EA)

1 개 이상

4

협업 프로세스 구축

환경 및 방법론

※ 시스템 로봇 운용 수: 지능 솔루션을 운용하는 전체 시스템이
포함하는 로봇의 대수
※ 동시제어 로봇 수: 단위 제어시스템이 동시에 제어하는 로봇의
대수
구체적으로 작성
- 지능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발 협업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
. 사업화 가능한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
. 협업 개발을 위한 방법론과 시스템을 정의하고 구축

개발 내용

- AI 엔진 개발/운용 플랫폼 개발
. 서비스 연구개발자의 요구사양을 수집/분석
. 경쟁사 및 open project 벤치마킹
. 대표적인 AI 모델 적용한 엔진 운용 가능 플랫폼 개발
. AI 모델의 로봇 운용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프레임 워크 구축
- 5G 환경 연결지향 분산/병렬 플랫폼 구축
. 서비스 서버와 로봇의 연결을 제공하는 통신 기반 개발
. 개방성 있는 open protocol 을 선정하여 개발
- 개발된 서비스를 통한 플랫폼 평가 및 서비스 사업화
. 사이트 시험 적용 및 서비스 운용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 평가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현대로보틱스

책임

김병남

031-289-5314,
bnkim@hyndai-robo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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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1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그래픽 기반 로봇 프로그래밍 환경과 모듈화 기능의 설계

개발 기간

2020-01-01 ~ 2020-12-31
- 개요 (개념 및 정의)
최근 안전펜스 없이 작업자와 동일공간에서 동작할 수 있는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혹은 Cobot)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기존에 로봇을 사용하지 않았던 적용 분야들이 새로운 수요처로
부각되면서, 전문 지식 없이 직접교시와 GUI 조작만으로 쉽게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조작 환경과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요 및
필요성

텍스트 기반의 복잡한 로봇 프로그래밍 방식을 대체할 방안으로서,
국내외 로봇 메이커들은 아이콘(소프트웨어 모듈)을 drag-drop 하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방식은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배우기 쉽고, 교시된 작업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유리한 반면, 복잡하고 규모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로봇 메이커들은
python-like 혹은 javascript 같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 필요성
당사가 개발 중인 Hi6 제어기는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탑재하고 있지만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방식은 갖추고 있지 않다.
협동로봇 등의 신규 제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 메이커들의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사양과 장단점을 조사하여 당사 사양에 적합한
방안을 결정하고 필요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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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1) 당사 Hi6 제어기에 적합한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사양, 조작
사양의 결정
2)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연동 사양 및 기술 확보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예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경쟁사 사양 조사
사양 비교검토서
2

기능 사양 설계

3

S/W 구조 설계

4

텍스트 언어 연동
방안 설계, 구현

기능사양서
기본설계서
(블록도, UML
등)
기본설계서
프로토타입 S/W

구체적으로 작성

개발 내용

1) 경쟁 메이커들의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사양과 장단점을
조사 (야스카와, 두산, 한화 등)
2) Hi6 제어기용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기능의 사양 설계 및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3)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연동 방안 설계 및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구현, 기초적인 수준의 실증 소프트웨어 제작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응용제어연구팀

직급

책임

성명

연락처

최원혁

053-670-7231,
asoe72@hyndai-robotics.com
(회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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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19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딥러닝 기반 검사 비전 기술 개발

개발 기간

2020. 1 ~ 2020.12 (12 개월)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1) 딥러닝 기반 검사 시스템
·제품의 불량 유무를 카메라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2) 기존의 대부분의 제품 검사 시스템은 다양한 불량 형태에 따라
작업자가 일일이 각종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작업이 어려워
오검출/과검출 사례가 많음
3) 딥러닝 기반의 검사 시스템은 수백~수천개의 정상/불량 샘플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학습시켜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음.
- 필요성
1) 최근 제품 검사 자동화에 대한 고객사 요구 급증
2) 당사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1) 딥러닝
2) 고객사
·신규
개발 목표

개발 내용

목표
기반 검사 방법 확보
현장 적용으로 당사 로봇 시스템 분야 매출 증대
분야 개척 가능

- 기술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검출 정확도

단위
%

달성목표
97~99%

2

sec

≤1

측정 속도

딥러닝 기반 제품 검사 기능
- 딥러닝 기반 제품 학습
- 제품 불량 유무 자동 검출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응용제어연구팀 책임연구원

성명

연락처

김대식

031-289-5272,
daesik.kim@hyundairobo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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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1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태스크의 최적 로봇 모션 계획 기술

개발 기간

2020.3~2022.3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개념 및 정의)
로봇의 티칭 개념을 프로그래밍 없이 태스크(task)의 정의에
따라 로봇 본체의 속성, 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최적 경로 계획을
수행하고자 함
- 필요성
로봇의 교시 방법은 스크립트(script)언어 기반으로 사용자가
중간 경로점을 기록하여 로봇 제어기 내에서 축좌표계, 직교좌표계
등의 동작을 만들어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최근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없이 OLP 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작업이 주어질 경우 주변환경에 맞는 로봇동작을 만들어 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면 OLP 와 연동한
작업프로그램 자동생성이 편리해지고, Vision 과 시스템과 연동한
스마트 공장 작업에서 로봇 작업 프로그램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향후 로봇 프로그래밍의 추세로 발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사도
필요한 기술을 검토하고 요소기술을 먼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태스크 기반 최적경로 알고리듬 탑재한 시뮬레이션 및 실시간 제어에
활용 가능한 PC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1
최적 경로 알고리듬
최적 경로 생성
2
계산시간
3

지령생성 계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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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단위
달성목표
종류
3종
1sec 이내
sec
(Intel i7 기준)
10 usec 이내
Usec
(Intel i7 기준)

개발 내용

- 경쟁 회사 솔루션 검토 (Mujin, ABB, Yaskawa, Fanuc 등)
- 태스크 기반 작업 가능 여부 검사 기능 개발
- 로봇 모델 (본체 작업영역, 기구학, 동역학, 툴)과 외부 간섭물을
고려한 최적 경로 생성 알고리듬 개발
- 최적 경로를 기반으로 한 최소 시간 계획, 최소 토크 계획, 최소
이동거리 동작 계획 생성
- 각 계획에 따른 궤적의 위치, 속도, 가속도, 저크, 토크 제어주기
단위의 지령 프로파일 생성 및 표시
- 작업물의 CAD 데이터 및 작업 흐름을 입력하여 동작 계획 자동
생성
- 정지 후 재기동시 기능 개발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응용제어연구팀

직급

책임

성명

연락처

류시현

053-670-7233,
join0709@hyundairobo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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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2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로봇 진단 KIT 개발

개발 기간

2020.1 ~ 2021.12
- 개요 (개념 및 정의)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로봇의 역할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수요와 시장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로봇의 사용에 있어서,
장비의 고장은 자동화 공정의 비가동율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떨어트린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장 보전 인원 또는 AS 요원이 활용할 수
있는 HANDY KIT 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생산 비가동율을
줄이고 고장 원인 분석 및 현장 대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필요성
개요 및
필요성

경쟁사의 경우 로봇의 고장 진단이 가능한 HANDY KIT 을 현장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다. 홍보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감속기/모터
수명진단 KIT, Servo AMP 진단 KIT, Servo motor 브레이크
마모진단 KIT, servo motor 엔코더 열화 진단 KIT 등이 있다.
이러한 진단 KIT 는 개발 완료 시 수요처가 명확하며(기존
고객사), 고객사도 로봇 메이커에게 고장 진단에 대한 기능 개발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에서도 관련 진단 KIT 의 개발 및 현장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어 본 과제의 제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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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다음 기능에 해당하는 HAND KIT 개발
1) 브레이크 마모 진단 KIT
2) 모터수명 진단 KIT
3) 하네스 케이블 진단 KIT

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예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1
브레이크 마모 진단 기능확보(2020)
2

모터수명 진단

-

기능확보(2020)

3

하네스 케이블 진단

-

기능확보(2021)

4

1) 브레이크 마모 진단 KIT
모터 내 브레이크 마모량 측정으로 돌발 고장 예방하며,
전원 투입 상태에서 측정 가능.
개발 내용

2) 모터수명 진단 KIT
취득한 파형으로 기동 전류, 토크 리플, 부하율 산출하여
고장부위 진단, 생산비가동 예방.
3) 하네스 케이블 진단 KIT
전원선로 노후화 및 열화 감지하여 돌발 고장 예방.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현대중공업지주
로봇제품기술팀

과장

김헌국

053-269-7133
kimhk7@hyundai-robo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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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2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공차 해석을 이용한 산업용 로봇의 소음 및 진동 저감 설계

개발 기간

2020 년 1 월 ~ 2021 년 12 월 (2 년)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및 필요성
당사 로봇이 선진 업체와 기술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봇의
품질 높이는 것, 즉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로봇의 소음과 진동은 기어의 정밀도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로봇 조립 후 기어의 편심 회전에 의한 영향도 크다. 그리고 이
편심 회전은 주물품, 가공품, 구매품(감속기, 베어링 등)등의 공차
설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공차 설계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당사의 로봇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학과제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산업용 로봇의 소음 및 진동 저감

개발 목표

개발 내용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예시)
 규격(ASME Y14.5M-1995)을 기반으로 당사 도면 검토
 DFC 구성 및 공차 민감도 및 기여도 검토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공차 설계
 공차 설계 전/후 성능 비교 시험 진행







공차 설계 및 공차 해석 기술 확보
관련 규격(ASME Y14.5M-1995) 기술 확보
강건 설계(robust design) 기술 확보
DFC 구성으로 과잉 설계 및 KC(Key characteristic) 검토
WC, RSS 및 MCS 기법 기술 확보
공차 민감도, 공차 기여도 검토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기구연구팀

주임연구원

유재상

053-670-7172
jsy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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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2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모바일 로봇의 주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행 메커니즘 연구

개발 기간

2020 년 1 월 ~ 2020 년 12 월 (1 년)
< 개요 >
당사는 KT 와 협력을 통해 모바일 플랫폼 개발을 가까운 시일 내에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모바일 플랫폼은 호텔에서 숙박객이 필요로하는 물품을
스스로 배달 하는 것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에서는 개발 경험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발경험이 풍부한 연구실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 기간단축과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개요 및
필요성

된다. 나아가, 당사만의 독자 플랫폼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해당 산학공동
연구과제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한다.

< 필요성 >


모바일 플랫폼이 물품을 운반함에 있어서, 주행의 안정성은 필수적임



당사에서는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의 기준이 없음



개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연구실과의 협력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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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


주행안정성을 확보한 모바일 플랫폼 개발



주행안정성 성능 지표 개발
< 기술개발 목표 >
년차

개발 목표
2019 년도

항목

기준

모바일 플랫폼의 현황 및 사례 분석

사례 및 현황 분석 보고서 제출

모바일 플랫폼의 성능 지표 정의

모바일 로봇의 성능지표 도출 보고서 제출

주행 안정성이
플랫폼 개발

모바일 플랫폼 3D 및 2D 모델 제출

확보된

모바일

성능 시험 수행

성능 시험 보고서 제출

내구시험 및 필드테스트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2020 년도

개발 내용



(기술 동향 분석) 모바일 플랫폼의 현황 및 사례 분석



모바일 플랫폼의 주행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정의



해당 지표를 최소로 하는 모바일 플랫폼 설계 및 제작



모바일 플랫폼의 성능 시험 수행



모바일 플랫폼의 내구시험 및 필드테스트 수행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기구연구팀

책임연구원

김종원

053-670-7217
jwkim87@hyundai-robo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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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 연구과제 제안서
2019 년 3 월 22 일
1. 제안 개요
과 제 명

산업용 로봇 기어시스템의 소음 원인분석 및 저감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

개발 기간

2020 년 1 월 ~ 2020 년 11 월
- 개요 (개념 및 정의)
기어는 강도적 신뢰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진동․소음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로봇 주요 부품인 기어에서 일어나는
진동․소음의 원인과 그 대책, 저진동․저소음 기어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 정밀도와 진동․소음관계, 문제점을 설계시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제작시에 대처할 수 있는 진동․소음 대처법 등이 주요한
이슈로서 산학과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정의할 수 있다.

개요 및
필요성





소형 로봇에 적용하는 기어시스템 소음 원인 분석
소음 저감을 위한 기어 설계 인자 분석
설계 개선 대책 방안 검토 및 적용 후 결과 검증 및 분석

- 필요성
 신제품 개발시 설계 요인, 제작 요인에 의해 소음 발생사례가
많음.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음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책 방안 강구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 필요
 대책방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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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 성과창출 목표
 기어시스템 소음 주파수 분석
 설계 인자별 소음 영향도 평가
 소음 Level 완화(75 dB 이하)
 이음 제거
 정역방향 소음 수준 차이 제거
- 기술개발 목표 (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 정량적이며 상세하게)
항목

목표

달성 연도

1

소음 Level

75dB 이하

2020 년도 하반기

2

이음

무

2020 년도 하반기

3

정역방향
소음 Level 차이

3dB 이하

2020 년도 하반기

개발 목표




개발 내용






4

주파수분석결과

5

인자별 영향도
평가

Waterfall
측정 및 설계
인자 분석
보고서
주요 인자별
소음 영향도
정량평가

2020 년도 하반기

2020 년도 상반기

(기술동향)기어트레인 설계 기술에 대한 시장 동향 분석
(기술분석)기존 설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관련 Idea Seed
도출
(기술분석)소형 로봇에 적용하는 기어시스템 소음 원인 분석
(문제원인 인자 분석)소음 저감을 위한 기어 설계 인자 분석
(대책방안 검증)설계 개선 대책 방안 검토 및 적용 후 결과
검증 및 분석
(제작업체별 품질검증)기어 제작 업체별 차이 분석 및 소음
영향도 분석

3.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기구연구팀

책임

윤대규

053-670-7210,
eorbking@hyundairobo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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