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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처리 중 발생하는 인명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양식장을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카메라와 센서를 다기능 해양탐사 로봇에 적용하고자 한다. 현재의 양식장 관리 시스템은 수온 

체크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양식어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쉽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해양 처리시스템과 양식 시스템 대신 카메라와 수온 센서, pH 농

도 센서, 초음파 거리 센서, DC 모터, 블루투스 모듈을 적용한 다기능 해양탐사 로봇 기술을 제안한다. 기존

의 시스템과는 다르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환경을 분석하고, 제어할 수 있다.

키워드: 아두이노(Arduino), 카메라(Camera), 온도 센서(Temperature sensor), 

pH 센서(pH sensor), 초음파 거리측정 센서(Ultrasonic Distance Measuremen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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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의 해양사고 처리 방식은 사람이 직접 잠수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해저에 최소한의 안전장비 만으로 들어가기엔 위험도가 크다. 그리고 

현재의 양식장 관리방식은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경험에 

비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현대사회의 작업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고 현장 처리 방식과 

양식장 관리방식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고 

현장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로봇에 

온도 센서, pH 농도 센서, 초음파 거리측정 센서를 부착하여 센서값을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원격으로 양식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았다. 스마트폰 앱을 작동시키면 다기능 해양탐사 

로봇에 부착된 블루투스 모듈관 연결하여 각각의 DC 모터와 워터펌프

를 작동시켜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센서값은 매초 값을 스마트폰

으로 보내어 확인시키게 한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Fig. 1. Diagram of Multifunctional Marine Exploration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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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s of Marine Explotaion Robot

본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는 [Fig. 2]의 그림과 같이 메인부와 센서부, 

출력부, 구동부, 통신부, 영상부로 구성이 되어있다. 아두이노 코딩으

로 부품이 작동되기 때문에 아두이노 메가와 PC를 연결하여 프로그램

을 넣고 전원부와 연결하여 메인보드에 전원을 공급한다. 회로도의 

왼쪽에는 거리측정, 수질측정, 수온측정을 하는 센서를 구성하였고, 

회로도의 오른쪽은 블루투스 모듈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구동부를 

제어하는 회로를 구성하였다.

Fig. 2. Circuit Diagram

2. Flow Chart for Marine Exploration Robot

다기능 해양탐사 로봇은 프로그램을 넣은 메인부를 전원부에 연결

해 전원공급을 해준 뒤 밀봉하여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한

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구동부, 센서부, 통신부, LCD와 카메라를 

초기화 설정하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다음 스마트

폰 블루투스 애플리케이션을 ON 하여 카메라가 작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만약 카메라에 이상이 있다면 다시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ON하고 이상이 없다면 탐사를 시작할 것인지 결정한 

후 잠수를 시작한다. 잠수할 것이라고 결정하게 된다면 워터펌프를 

작동시킨 후 해양탐사로봇의 이동을 위해 DC 모터를 작동시킨다. 

좌회전할 것이라면 오른쪽 DC 모터를 정회전 시키고 왼쪽 DC 모터를 

역회전시킨다. 그리고 우회전을 할 것이라면 왼쪽 DC 모터를 정회전 

시키고 오른쪽 DC 모터를 역회전시킨다. 직진은 왼쪽과 오른쪽 모터를 

정회전하고 후진을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 모터를 역회전시킨다. 

목적지에 도달하였다면 초음파센서로 수심을 측정하고 온도 센서로 

온도를 측정한다. 또 pH 농도 측정 센서로 pH 농도를 측정하고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스마트폰으로 출력시킨다. 마지막으로 출력을 

마쳤다면 해양탐사로봇을 종료한다.

Fig. 3. Flow Chart

3. Implementation

다기능 해양탐사 로봇은 아두이노 메가를 기반으로 작동된다. [Fig. 

4]의 두 번째 사진은 블루투스 모듈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센서값

을 수신한 모습이다.

Fig. 4. Multifunctional Marine Exploration Robot

III.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하여 사고 현장처리 작업자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고,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실제적인 사용을 

위한 향상된 프로토타입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사용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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