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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망간단괴를 채집하기 위한 집광기는 궤도차량 형태로 해저면을 주행하면서 망간단괴를 채집한다. 집광기

의 운영은 수상선에서 실시간 원격으로 제어되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현재는 실제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기의 개발에 앞서 시험집광기를 개발하여 근해역 성능 실증시험을 준비중에 있다. 이

러한 시험집광기는 기계부와 전기·전자부로 구성되는데, 이를 원격으로 제어, 계측하기 위해서 운영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험집광기의 제어와 계측을 위한 실시간 운영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개발에 대하여 소

개하였다. 임베디드시스템으로 PXI 컨트롤러가 사용되고, 소프트웨어 개발툴로는 LabVIEW를 사용하였다. 시험집

광기의 효과적인 성능 실증시험을 위하여 본 실시간 운영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아울러 시험집광기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이 MS SQL과 LabVIEW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The deep-sea miner is the tracked vehicle system which drives on the deep-seabed and gathers a manganese

nodules. The miner is operated by remote control in real-time by the station of surface vessel. So operating S/

W is a important part of miner remote operating. At present, the test miner has been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near-shore sea-test. The test miner consists of mechanical parts, and electric-electronic parts. Because those

parts should be controled and monitored remotely, operating S/W for control and monitoring is necessary by

all means. In this paper, real-time operating S/W for a control and monitoring of the test miner was designed

and developed using PXI, embedded controller and LabVIEW. This real-time operating S/W was developed for

an efficient test of test miner in a near seabed area. Moreover,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 was devel-

oped too for the data management of test miner monitoring using MS SQL and LabVIEW.

Keywords: Deep-sea miner, Control and monitoring, Operating S/W, DBMS

서 론

심해저 망간단괴는 직경 1~15 cm의 구상광물로 육상광상에 비

하여 니켈(Nickel), 코발트(Cobalt), 구리(Copper)의 함량이 대단히

높으며, 수심 3000~5000 m의 전 세계 심해저에 걸쳐 널리 분포되

어있는 대표적인 심해저 광물자원이다. 특히 태평양의 클라리온-클

립퍼톤 해역(Clarion-Clipperton Zone)에 부존되어 있는 막대한 양

의 망간단괴는 선진 각국의 상업적 개발의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2년부터 북동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의 고밀도

망간단괴 분포지역에 대하여 실해역 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4

년 심해저 채광시스템 개발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연

구는 선진국에 비해 약 30년 가까이 늦은 참여이고, 인도와 중국에

이어서 7번째로 선행투자국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 상황이다(김,

2002; 남 등, 2004). 현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시스템 및 채광운용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

으며, 2010년까지 심해저 채광기술 실용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자

항식 집광기 개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시

험 집광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연구, 시험 집광시스템의

시운전과 성능 평가를 위한 토양수조 및 실험기반 시설을 갖춘 집

광실험동(Deep-sea mining laboratory) 건설, 그리고 자항식 집광기*Corresponding author: parksj@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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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저 주행 항법 알고리즘 개발 연구, 시험 집광시스템 규모 선

정을 위한 기초 엔지니어링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는 근해역 채광성능 시험을 목표로 단괴 채집장치, 자세제어기구,

무한괴도형태의 주행장치 등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유압 시스템과

전기·전자, 통신, 제어·계측용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이 탑재

된 시험집광기(Test miner)가 제작되었으며(홍 등, 2007a, 2007b),

집광실험동에서 육상 성능 시험을 수행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시험집광기를 운영하기 위한 제어·계측(Control

and monitoring)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제어·계측 소프트웨

어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개발에 대해서 소개한다. 시험집광기에 적용된 임베디드

시스템은 시험집광기의 각 엑츄에이터(Actuator)들을 원격(Remote)

으로 구동하기 위한 컨트롤러(Controller)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신호 처리(Signal conditioning), 데이터 수집(Data acquisition), 신

호 입출력(Signal I/O) 및 모선과의 통신(Communication) 등의 역

할을 담당한다. 시험집광기는 수상에서 원격으로 운영되어져야 하

는 특성과 해저면의 연약지반을 주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

러한 제약은 집광기의 주행시 슬립의 제어 등과 같은 실시간 특성

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개발된 제어·계측 소프트웨어는 PC 기반의 실시간(Real-

time)을 지원하며, 시험집광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어와 성능

에 관계된 센서의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

발 과정은 초기에 시험집광기가 제작되기 전에 상용 임베디드 컨

트롤러를 채택 하였고, 실제 시험집광기에 적용하기 전에 이를 시

험하기 위한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or)를 구성하여 실

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GUI 및 하드웨어와의 호환성과 확

장성, 컨트롤러 성능 등을 검증하였다.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발툴

(Development tool)로는 NI사의 LabVIEW를 사용하여 HILS 버전

과 시험집광기 테스트 버전이 개발되었다.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시스템

채광시스템 개요

심해저 망간단괴를 채광하기 위한 채광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채광선(Surface vessel)과 심해저면을 주행하면서 단괴를 채집하는

집광기(Miner), 버퍼(Buffer)와 양광관(Lifting pipe) 그리고 집광기

의 주행을 보장해주기 위한 유연관(Flexible pipe)이 적용된 시스템

이다(Hong et al., 2007; 홍 등, 2007).

선상시스템에서부터 양광시스템을 포함하여 집광시스템까지 복

잡하게 얽혀 있는 얼개는 설계에서부터 치밀한 연성관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설계요소가 작용하여 설계자체가 힘든 부분이지만, 심해

저 광물의 채광을 위한 목적과 선상에서부터 심해저 광구까지의 각

시스템의 역할, 채광 시나리오가 구상되어 졌다. 집광시스템을 중

심으로 짜인 채광 시나리오는 집광기의 입수 과정부터 주행, 채집,

파쇄, 버퍼까지의 송출 단계로 짜여 있다. 광구 탐사를 통해 알려

진 지형 및 광구의 망간단괴 피복율 등에 의해 집광기 및 선상시

스템의 항법이 결정된다. 최초위치에 집광기가 투입되면서부터 집

광기는 심도와 고도 및 위치를 확인하면서 입수되고 입수중에는 집

광기의 자세와 속도 방위각 등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버퍼와 연결된 유연관의 장력과 방향도 입수 중에 고려해

야할 계측항목 중의 하나이다. 정해진 항법에 따라 주행하기 위한

집광기의 입수가 완료되고 나면 채집을 위한 주행동작을 수행한다.

입수 때와 같이 집광기의 자세 및 위치는 알 수 있어야 하고 주행

에 관련된 주행장치의 동작에 관한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어야 한

다. 주행이 시작되면 채집과 파쇄, 송출의 단계도 함께 시작된다.

주행이 시작되면서 채집장치가 구동되고, 파쇄장치도 작동하면서,

송출 펌프도 작동하게 된다. 이는 주행이 계속되는 동안 이뤄져야

하고 상호간에 채집성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집광기의 구동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많은 바다환경에서는 모든 장

치가 함께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성능들을 보

Fig. 1. Deep-sea mining system.

Fig. 2. Test miner in deep-sea mining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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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하여 집광기를 제어하고 계측할 운영 소프트웨어가 필수

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박 등, 2005).

심해저 망간단괴 시험집광기

Fig. 2와 같이 최종 단계인 수심 5,000 m급 심해저 집광시스템의

개발에 앞서 근해역 채광장비 성능실증시험을 위한 시험집광기가

개발되었다. 기본설계를 통하여 기계부 및 전기·전자부가 설계되어

제작이 완료되었으며(여 등, 2007a, 2007b), 이를 구동하기 위해 설

계되었던 제어·계측 임베디드 시스템(여 등, 2006)이 탑재된 상태

로 성능시험 중이다. 현재 집광실험동내에서 육상 성능 실험을 통

해 근해역 실증시험을 준비중에 있으며 센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가 추가 보완되고 있다(홍 등, 2007; 윤 등, 2007, 2008).

운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개발

본 논문에서는 시험집광기의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PXI 임베디드 컨트롤러를 먼저 채택하고 실제 시험집광기의 제작

전에 HILS를 통하여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GUI를 개발하

였다. 아울러 시험집광기의 운영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운영 시스템

(RTOS; Real-time Operation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임베디드 컨트롤러로 채택된 PXI와 같은 NI사의 LabVIEW를

개발툴로 사용하고, LabVIEW의 Real-time Module을 같이 사용하

여 개발하였다(윤 등, 2007).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

MS사의 SQL을 이용하여 시험집광기의 계측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DB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양광시스템 등

과의 통합을 위한 통합 DB의 설계를 고려하여 관계형 DB를 설계

하였다.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or) 개발

시험집광기가 제작되기 전에 설계과정에서 S/W 개발을 위한 시

험집광기의 제어·계측 임베디드 시스템이 먼저 채택되었고, 이를 위

해 HILS 기법을 사용하여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을 준비하였다. 고

가의 시스템들이나 부서지기 쉬운 시스템, 그리고 유례없는 유일한

시스템의 테스트는 파손의 위험이나 유실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

이 많고 부담감이 크다. 일반적으로 처음 제작되는 임베디드 하드

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거나 수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

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HILS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유연하고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집광기

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국방 및 우주, 항공분야, 전력 및 에너지 분

야 등에서 실험을 위한 위험부담이나 시험 가동에 많은 비용이 드

는 경우에는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요

즘은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난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

시되어 있는 기성품(Off-the-shelf tool)을 이용하여 프런트 앤드

(Front-end)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구성하여, 이것을

HILS를 통하여 검증하고 개발하고 있다. 시험집광기의 제어·계측

용 하드웨어는 Fig. 3과 같이 크게 2대의 임베디드 컨트롤러를 사

용하여 구성이 되며, HILS를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테스트는

Fig. 4와 같이 구성되며, 박 등(2006, 2007)이 개발하였다.

HILS를 구현하기 위하여 Fig. 5의 집광기 제어·계측용 시뮬레이

터와 제어 스테이션을 제작하였다. 우측은 집광기 제어·계측용 시

뮬레이터이며 좌측은 선상 시스템에서 들어갈 PXI를 포함한 제어

·계측을 처리하기 위한 PC들을 실장하기 위한 제어 스테이션이다.

HILS를 통하여 실제 시험집광기에 적용될 제어·계측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과 설계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성의 검증 및 운영

소프트웨어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로 Fig. 6과 같이 제어와 모니터

Fig. 3. Configuration of control and monitoring embedded system.

Fig. 4. Composition of HILS, miner simulator and embedde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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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프로그램의 GUI가 설계되었다. 제어 프로그램의 조이스틱은 집

광기를 구동하기 위한 CP(Control Panel)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

여 시뮬레이터에 장착된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각 엑츄에이터들에

구동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제어·계측 프로그램

실시간 운용을 위한 시험집광기의 운용 소프트웨어는 Fig. 7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Remote 프로그

램과 Control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CP/IP를 통한 네트워크 통신

을 통해 운영되어 진다. Remote 프로그램과 Control 프로그램은 각

각의 PXI에서 실행되어 지며, 기타 Monitoring, Database, Camera

image 프로그램들은 용도에 따라 네트워크상의 개별 PC에서 실행된다.

초기 시뮬레이터 버전과는 다르게 제작이 완료된 시험집광기의

집광실험동내에서의 시운전을 위해서 보다 단순하면서도 목적에

맞는 GUI가 필요하며, GUI의 쉬운 수정은 개발툴인 LabVIEW의

강점으로 GUI 설계의 편의성이 강조된다. Fig. 8은 Remote 프로그

램으로서 Remote PXI의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GUI 부

분을 거의 배제시켜, 데이터 수집과 전송의 기능을 최대화시켰다. 프

로그램의 실행은 로컬 PXI에서 원격 시스템으로 원격 PXI를 호출

하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행된다. 따라서 로컬

PXI에서 실행을 시키지만 실제 프로그램은 원격 PXI에서 동작되

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운영된다.

Fig. 9와 10은 시험집광기의 Control과 Monitoring 프로그램의 시

험집광기 버전으로 실제 시험집광기를 운영하기 위한 측면에서 사

용자의 편리성을 최대한 반영시켰다. 본 연구의 GUI는 설계 과정

에서부터 사용자가 참여하여,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사용자의 요구

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현재 계속 추가되는 센서 및 장치들에 대

한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버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Fig. 5. Control and monitoring simulator and control station.

Fig. 6. GUI of control and monitoring program.

Fig. 7. Structure of operating S/W.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기의 운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개발 233

할 것이다. 수정에 따른 프로그래밍은 약간의 GUI 디자인 수정과

LabVIEW의 블록다이어그램(Block diagram)을 통하여 손쉽게 이

루어진다.

끝으로 시험집광기에는 2대의 수중용 카메라가 적용된다. 시험

집광기는 많은 센서가 포함되어 있지만 육상에서와는 달리 수중에

서 사용하는 센서의 채택에 많은 제약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수중

카메라를 이용한다. 아직 적합한 센서를 적용하지 못한 엑츄에이터

의 동작을 확인하거나 수중환경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중카메라가

운영된다. 수중 카메라의 영상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PC

를 두어, Remote 프로그램에서 전송하는 영상데이터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파일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 영상 프로그램

을 Fig. 11과 같이 구성하였다. 별도로 영상데이터만을 분리하게된

것은 Control이나 Remote 프로그램에서 영상데이터의 처리를 할

때 사용되는 리소스를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수중카메라가

집광기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경우를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구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시험집광기의 계측된 데이터들은 시험집광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들이다.

따라서 운영 S/W의 기능에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은 필수적이

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활용

도가 그리 높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집광기의 계측 데이터들

을 관리하기 위해서 MS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SQL을

이용하여 DB를 구성하였다. DB를 접근하기 위한 Database 프로그

램은 LabVIEW와 LabVIEW Database Connective Toolset을 사용

하여 구현하였다. Fig. 12는 SQL DB에 원격 PXI에서 로컬 PXI로

전송되고, 다시 Monitoring 프로그램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

기 위한 Database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장점은 대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퀴리(Query)문을 사

용한 데이터의 관리 및 조회 기능을 비롯하여 보완 및 복원, 트랜

Fig. 8. GUI of remote program.

Fig. 9. GUI of test miner operating con-
tro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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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션(Transection), 뷰(View) 생성, 프로시져(Procedure) 작성 기능

들은 SQL DBMS의 강하고 편리한 기능이다. 

Fig. 13은 LabVIEW를 사용하여 DB를 쿼리하는 Database 조회

프로그램이다. 직접 쿼리 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원하는 데이터를

GUI를 통해 선택하는 것만으로 쿼리문을 생성하여 DB를 쿼리할

수 있으며 쿼리한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나 차트 형태로 표현할 수

도 있으며 추가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LabVIEW의 분석툴들을 사

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앞으로는 까다로운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계측하는 시험 집광기

의 센서들이 갖춰지게 되면서 Database 조회 프로그램도 더 많은

기능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또한 근해역 실증시험에서는 양광 시

스템과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환경적 인자나 항법에 관련된 외부 데

이터들이 시험집광기 운영에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전

체 채광시스템의 통합 DB는 시험집광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

요한 데이터들을 집광기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성

되어질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해역 집광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시험집

광기의 운영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설계를 NI사

의 PXI 임베디드 컨트롤러와 GUI 개발 툴인 LabVIEW를 기반으

로 운영자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원격 실시간 제어·계측 운영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 SQL을

사용하여 DB를 구축하여 시험집광기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

Fig. 10. GUI of test miner monitoring
program.

Fig. 11. GUI of underwater camera image program.

Fig. 12. Databa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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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쿼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시험집광기의 개발과

병행된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최소의 시행착오를

거친 가장 최적화된 운영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고, 상용 임베디드

컨트롤러와 개발툴을 사용하여 개발과정의 어려움을 줄여 집광시

스템과 같은 유례없는 유일한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부담을 최소

화하였다. 

현재는 근해역 실증실험을 위한 심해저 집광실험동에서의 시험

집광기 육상 성능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센서 및 장치의 추가

및 보완이 되고 있다.

성공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완벽한 하드웨어 못지않게 효

과적인 운영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해역 실

증실험을 위한 시스템통합과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수적인

것이다. 앞으로 버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

정을 통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시험집광기 운용 프로그램의 개발

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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