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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 환경에서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산업이 빠

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박 화재 및 폭발 사고도 증

가하고 있으며(Hong et al., 2009; Lee and Back, 2006; You and 

Chung, 2015), 그 결과에 따른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화재

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화재 발생 이후의 초

기대응도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15; Ko et al., 2012). 또한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양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

경으로 소방정과 소방함과 같은 선박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

원은 선박 운전, 소방 호스 분사 등 최소 1인이 필요하다. 또한 

배위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외란에 의해 흔들리는 불

안전한 상황에 사람이 직접 소방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분사하

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때 안전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학영상 정보로 화재를 인식하고, 화재

가 진압될 때까지 화점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화재를 진압하

며, 외란으로부터 선체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화재진

압이 가능한 자율식 수상로봇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화재진압용 수상로봇의 장점을 

유지하며 단점을 보완하는 로봇을 개발하였다(Sa et al., 2016). 

또한 화재진압 시에는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화

재진압 시 선체가 외란에 의해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해양 소방 안전을 위한 자율식 수상로봇개발

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로봇은 기존의 화재진압용 수상로

봇을 기반으로 개선되었으며, 광학영상과 온도정보를 기반으로 

Host PC에서 제어가 가능하며, 자율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를 인식하고 추적한다. 로봇의 개발은 글로벌 표준 프로세

스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Kim, 2013; Kim et al., 2012). 

2. 시스템 개발

로봇 하드웨어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Fig. 1과 같이 

운용개념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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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operation concept

Fig. 2 Layout of waterjets

로봇의 몸체는 쌍동선형태로 구성하여 로봇팔을 장착하였다

(Kang et al., 1996). 이동시에는 접은 상태로 이동하여 외란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고 임무 수행 시 로봇팔이 펼쳐질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로봇의 운용은 로봇에 장착되어있는 카메라에

서 전송된 영상정보와 온도정보를 기반으로 실시하게 된다. 원

격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Host PC를 통해 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로봇은 획득한 카메라 정보를 기반으

로 추적을 실시하고, 초음파거리센서와 워터젯을 이용하여 임

무수행 시 외란으로부터 자세를 유지하여 자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운용개념을 기반으로 3D툴을 사용하여 설계를 실시하였다. 

Fig. 2는 워터젯을 이용하여 추진기로 만들어 낼 수 없는 Sway, 

Yaw운동을 만들어내 임무 수행 시 유동적인 자세유지가 가능

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2에서  ,  ,  , 는 각각의 워터

젯을 나타내며, , , , 는 워터젯의 추진력의 방향

을 나타낸다. 와 는 로봇의 추진을 담당하는 수중모터를 나타

내며, , 는 수중모터의 추진력 방향을 나타낸다. 

Fig. 3은 완성된 시제품의 모습이다. 3D모델링 기반으로 3D프

린터를 이용해 전체적인 선체를 제작하였고 로봇의 상단은 아

크릴을 사용해 몸체를 제작하였다. 다른 부분들은 상용품과 모

델링하여 만든 제작품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Host PC와 로봇의 제어는 시제품이 축소 모형임을 고려하여 

블루투스 또는 지그비 등의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통신을 할 수 

Fig. 3 Prototype of surface robot

Table 1 Specification of prototype

Size

Width [mm] 350

length [mm] 600

Height [mm] 100

Weight(on air) [kg] 16

Speed [m/s] 0 ∼ 2.4

Operation time [min] 10 ∼ 30

D.O.F 3 (Surge, Sway, Yaw)

Motor

Main propulsion
Water thruster

(DC 12 V, 4781 rpm)

Sub propulsion
Water jet

(DC 3 V, 5500 rpm)

Manipulator

Liner D/C

Liner servo

Dynamixel

Sensor Distant Waterproof ultrasonic

Power 1000 mah 11.1 V

있도록 하였다. 자율제어를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광학영상정보와 온도정보로 영상처리를 하여 화재패턴을 분석

하고 추적을 가능하게 하였다(He et al., 2014). 다음 Table 1은 

완성된 로봇의 제원이다.

3. 자율 화재진압 기법

3.1 화재 인식 및 추적

기존의 로봇은 카메라의 영상정보로만 화재를 인식하고 진압

했다. 하지만 화재는 연기나 화재시간 등으로 인해 영상정보로

만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상정보과 온도정보를 

같이 획득할 수 있는 FLIR(Forward looking infrared)카메라로 인

식하기 최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광학정보로만 수행

하기 힘든 작업을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획득한 

영상의 영상처리 결과를 이용하여 자율제어기법을 실시한다. 

이때 영상처리 방식은 RGB(Red-Green-Blue) 방식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RGB 방식은 적·녹·청을 혼합하여 원하는 색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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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gment coordinates system

드는 방식이다. 즉, 화면상의 한 점의 색은 3색의 조합으로 만

들어지는데,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색은 다음과 같이 된다. R은 

적색, G는 녹색, B는 청색이며, R과 G의 조합은 황색, R과 B의 

조합은 붉은 보라색(마젠타), B와 G의 조합은 청록색(시안), 3색 

조합은 백색, 어느 것도 비춰지지 않으면 흑색으로 표현된다. 

이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화재를 인식하도록 한다. 화재를 인식

하고 추적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좌표계를 설정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Fig. 5와 같이 왼쪽하단 A7 영역에 화재가 

인식된 경우로 예시를 들었다. 현재의 화재영상정보로부터 중

심영역을 추출한 결과인 화점을 초록색 원을 표현하여 원하는 

색의 RGB 값을 이용하여 화재를 인식하는 과정을 거친 영상에 

해당한다. 

Fig. 5 Image processing example

먼저 영역의 중심을 설정하는 과정은 식 (1)로 나타내었다. 예

를 들어 Fig. 4에 정의된 A9 영역의 중심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

과 같다.

 
        (1)

여기서 는 X축 기준의 좌표 값이고, 는 Y축 기준의 좌표 값

으로 정의하였다.

식 (2)는 Linear D/C 모터와 Linear servo 모터를 구동하여 초

록색 원으로 나타낸 화점을 A7 영역에서 A9 영역으로 이동시

키는 식이다. 상하는 Linear servo 모터, 좌우는 Linear D/C 모터

를 이용하여 A7 영역에 위치한 화점에 대해서 Linear servo 모

터를 아래로 이동, Linear D/C 모터를 좌측으로 이동하여 A9 영

역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에서 화점의 중심을 

Circle(,)로 정의하였을 때,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if       if        

(2)

그리고 식 (2)의 알고리즘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반

복적으로 수행된다.

  
  

(3)

반복적으로 식 (2)의 명령을 수행하여 식 (3)을 만족하게 되면 

배 위의 워터펌프가 구동되어 범위에 존재하는 화재를 진압하

게 된다. 진압 중 잔존하는 화재가 인식되면 다시 위 식을 반복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화재를 완벽하게 진압하도록 하

였다. 예시로 활용된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A1~A9 영역별 9개의 

지정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화재영역이 인식되면 지속적인 추

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6 Image processing result

3.2 노즐선택 

화재패턴분석이 진행되면 패턴에 따른 노즐이 필요하다. 노즐

은 상황에 따라 직사형, 분산형, 방사형 3가지로 분류하였다. 영

역을 Fig. 7처럼 3영역 분할하여 구분하였다.

Fig. 7 Three-area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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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ozzle part

왼쪽, 중앙, 오른쪽 각각 한 범위에 속하면 노즐부의 직사형

(Direct shape), 왼쪽과 중앙범위이거나 중앙과 오른쪽범위 또는 

전범위에 속할 경우 방사형(Radial shape), 왼쪽과 오른쪽이 동

시에 있는 패턴일 경우 분산형(Spraying shape) 노즐을 선택하도

록 하였다. 노즐부의 형태는 Fig. 8에 나타내었다.

3.3 로봇의 자세유지

화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봇과 

화재지점의 일정한 거리유지가 필요하다. 같은 패턴이라도 거

리가 멀거나 가깝다면 다른 패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의 왼쪽측면에 3개의 초음파거리센서와 워

터젯을 활용하여 거리를 유지하였다. Fig. 9는 로봇의 왼쪽측면

에 부착한 초음파거리센서의 배치도를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센서는 전면부터 D1, D2, D3로 차례대로 정의하였다.

Fig. 9 Layout of distance sensors

앞서 설명한 시스템으로 로봇이 일직선을 유지 할 때 식 (4)

를 이용하여 중앙에 위치한 D2값을 20~25cm를 유지하여, 그에 

따른 정보를 얻고자한다.

if ≤≤  if    if    

(4)

하지만 해양은 로봇이 일직선을 유지하며 거리를 조절하기 

힘든 환경이다. 따라서 D1과 D3의 차를 이용하여 로봇 자체의 

자세를 일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식 (4)의 첫 번째 식

을 만족하는 경우에 식 (5)를 활용하여 D2와 D1의 값의 차를 

계산하였을 때 양의 값이 나온다면 D1과 화재지점이 가까우며, 

D3과는 멀어진 경우이므로 워터젯 와 를 구동하여 우측

Table 2 Waterjet and sensor

Left waterjet Right waterjet

   

Less than 20 cm 0 0 255 255

More than 20 cm 255 255 0 0

Right Yaw movement 255 0 0 255

Left Yaw movement 0 255 255 0

Yaw운동을 하여 로봇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if     if      
(5)

Table 2는 워터젯과 초음파거리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를 활용하여 자세를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정리한 것이다. 워터

젯의 출력은 최대출력인 255로 설정하였다.

4. 시험평가

개발된 로봇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평가 항목으로 다음 4가지로 설정하였다. Propulsion(T1)은 로봇

의 추진과 관련된 시험평가 항목이며, Communication(T2)는 로봇

을 제어하기 위해 로봇과 Host PC의 통신을 실시하여 제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항 항목이다. Manipulation(T3)는 로봇이 화재

를 진압하기 위해 부착된 로봇팔을 동작하여 화재가 진압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Autonomous control(T4)는 Ⅲ장

에서 제안된 자율제어기법이 로봇에 적용되어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요구항목은 요구사항 분석 결과인 이동

성(R1), 관측성(R2), 조작성(R3), 안정성(R4), 유지보수성(R5)이며, 

기능항목은 조파저항 최소화 기능(F1), 로봇추진 기능(F2), 화재

추적 기능(F3), 로봇팔제어 기능(F4), 노즐선택 기능(F5), 화재진

압 기능(F6), 자세유지 기능(F7), 모듈화 기능(F8), 프로그램 다운

로드 기능(F9)이다. H/W 및 S/W 항목은 H/W 및 S/W Family tre-e

의 구성품이다. Table 3은 각 항목이 추적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

하는 시험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 Test & Evaluation

Require
-ment

Function H/W S/W
Test & 

Evaluation
Result

R1
F1 H1 - T1 O
F2 H3 S1 T1 O

R2 F3
H2, H42, 

H43
S2, S3, S4 T2, T3 O

R3

F4
H2, H42, 

H44 
S2, S3 T1, T2, T3, T4 O

F5 H2, H4 S2 T1, T2, T3, T4 O

F6
S1, S2, S3, 

S4
T1, T2, T3, T4 O

R4 F7 H1, H32 S1, S3, S4 T1, T2 O

R5
F8 H1 - O
F9 H43 S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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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re recognition (b) Position control

(c) Fire pattern analysis (d) Fire fighting

(e) Fire tracking and fighting (f) Finished

Fig. 10 Fire fighting

Fig. 10은 지금까지 설명한 자율제어기법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이다. (a)는 화재를 인식하는 과정이고, (b)는 화재

지점과 거리를 유지하고, (c)는 인식한 화재의 패턴을 분석하여 

알맞은 노즐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d)는 워터펌프를 구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e)는 화재 진압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추적하

여 완전히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이며, (f)는 화재가 완전히 진압 

된 것을 확인한 후 알고리즘이 종료된 상태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해양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의 화재진압용 로봇

을 기반으로 자율제어가 가능한 화재진압용 로봇을 개발하였다. 

로봇의 개발은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개발된 화재진압용 수상로봇은 FLIR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로

봇팔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을 인식하고 패

턴을 분석하여 화재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리

고 화재진압 시 선박이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거리센서와 워터젯을 이용하여 화재지점과 거리를 유지하고 외

란으로부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자율로 진압 

할 수 있는 자율제어기법을 설계하여 로봇에 적용하였다. 자율

제어기법은 영상정보의 RGB값을 기반으로 화재의 패턴을 파악

하고 화재를 진압할 때까지 추적하도록 영상처리를 실시하였다. 

화재의 영상정보에 대해 영역분할을 이용하여 작업범위를 제안

하고 화재의 분포정도를 이용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화점을 파

악하여 추적하도록 하여 로봇의 제어를 결정한다. 로봇의 성능 

검증 및 자율제어기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

험평가를 진행하였다.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로봇의 개발 과정

에서 실시한 요구사항 및 기능분석, 설계 등의 결과와 실제 제

작된 로봇의 결과물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다. 시험평가를 통

해 제안된 자율제어기법을 적용하여 화재진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제안된 기법이 문제없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

였으나 워터펌프 구동 시 로봇의 전체적인 밀림현상이 존재함

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워터펌프에 의한 밀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된 자율제어기법에서는 

FLIR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정보만으로 자율제어를 실시하였는

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에는 열화상카메라의 특성상 운

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역정보를 제공

하는 카메라를 추가로 배치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자율제어

로봇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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