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실호 소개자료

주식회사 케이오티

장영실호
Class DP2 R/V JANG YEONG SIL

국내 유일의 3,000톤 급 시험평가지원선박 장영실호
• Dynamic Positioning System(DPS) Class 2 선박으로서 DP 모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
• Azimuth thruster, Bow thruster를 탑재하고 있어 정밀한 선체 조정 및 선박 위치 제어가 가능
• 다양한 장비의 진•회수가 가능한 A-frame(S.W.L 60톤), A.H.C Umbilical winch(S.W.L 45톤) 등 탑재

•

장영실호 도입배경
국내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실해역 실증•평가 체계 구축 필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3,000톤 급
시험평가선박 장영실호 개조

경쟁 입찰을 통해

KOT가 5년간 운영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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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Principal Particulars
Flag

Republic of Korea

Max(Economical) Speed

Design(Max) Draft

6.19 m (6.50 m)

Crane

Deadweight

2,954.0 T@even keel

A-frame / A.H.C Umbilical winch

SWL 60 T / 45 T

IMO. NO.

9617765

Knuckle boom

SWL 5 T

Accommodation

Dimensions
Length x Breadth

13.00 kts (10.00 kts)

75.00 m x 17.25m

Machinery & Equipment

1-Berth / 2-Berth Cabins

10 / 18

Total(POB)

46

Main Engine

Niigata 2 x 3,000 BHP each

Sensor

Shaft generators

Leroy 2 x 1,000 kW each

Wave radar / AHRS(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

Diesel Generators

Caterpilar3 x 450 kW each (50Hz)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Deck Generator

Caterpilar 1 x 910 kW(60Hz)

GNSS Time Sync. System(PPS;Pluse-per-second)

Thruster & Propulsion

USBL(Ultra Short Base Line)

AzimuthThruster/Propellers

Niigata 2 x Z-peller 360 degree

Sound Velocity Profiler

Bow Thruster

Kawasaki 2 x 650 kw / 871 BHP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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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Positioning System (Class 2)

•
•

Azimuth thruster
- 선박의 추진 프로펠러
- 360도 전 방향 회전 가능하여 높은
선체 조정성능 확보 가능

•

Bow thruster
[DP Control console]

- DP 모드 시 선박의 위치제어에 사용
- 선박 접안 시나 항내 이동 시 뛰어난
선박 조정 성능 제공

→ DPS를 통해 상기 thruster을 컨트롤하여 안전하고
정밀한 해양 연구 및 실험 수행 가능
→ DPS Class2를 장착하고 있어 DP 운용에 대한 신뢰성
향상

[DP 운용 전경]

[Azimuth thr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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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Launch and Recovery System)

•

•

A-프레임
- 국내 최대 크기 A-프레임

- S.W.L 60톤 / Outreach 13.58m

•

A.H.C Umbilical winch

[S.W.L 60톤 A-프레임]

- Active Heave Compensation 기능 탑재
- S.W.L 45톤 / Umbilical cable 3,000m

→ 높은 신뢰도의 Launch And Recovery
System(LARS)을 통해 수중건설로봇,
해양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 가능
[S.W.L 45톤 A.H.C Umbilical w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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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양관측센서 및 모니터링 랩

•

•

주요 해양관측센서

- 다양한 해양관측용 센서를 탑재하여 해양
연구 및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장영실호 탑재 주요 센서]

•

모니터링 랩
- 해양 연구 및 실험 수행 시 모니터링 랩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취득 및 분석 가능

→ 실시간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을 통해 효율적
이고 정밀한 연구 및 실험 수행 가능

실시간 데이터
취득 및 분석
[장영실호 모니터링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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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
-

선실 : 1인실 10개 / 2인실 18개 (총 46명 승선 가능)

-

식당, 회의실, 세탁실, 휴게실 구비

[1인실]

[2인실]

[식당]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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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비 실해역시험 지원

▪ 수중건설로봇, 수중 글라이더 등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해양 장비들의
실해역 시험 지원 가능

해양관측 시험 지원

▪ 해저지질조사, 수심측정, 수온측정 등
해양환경 관측 시험 지원 가능

ROV 운용 지원

▪ LARS, Knuckle boom crane 등을 이용하여
대형, 소형 ROV 운영 지원 가능

수중공사 지원

▪ 석션앵커 설치, 해양플랜트 해체,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 매설 등 다양한

수중공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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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1-611-0795
E-mail : kot@kot.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