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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중레저를즐기는인구가늘고있고[1], 이에 맞춰수중추

진장치와같이수중레저에활용되는다양한장비들이개발

되어 판매되고 있다.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장비들은 손으로

잡고 있어야 작동 되도록 개발되어 손의 자유도가 한정적이

고선헤엄자세가불가능한단점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

는레저용수중추진장치의사용성개선을통해선헤엄이가

능하고, 손이 아닌 몸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 하도록 하여 물

속에서손을자유롭게움직일수있는수중추진장치를구현

하였다. 이를 위해 손으로 잡는 방식이 아닌 조끼처럼 입는

방식으로변경하고등부분에수중에서추진력을만들기위한

팬 모터를 배치하였다.

2. 본론
2.1 시스템 구성

사용성 개선을 위한 수중 추진 장치는 그림 1과 같이 전원

부, 센서부, 컨트롤부 및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전원

없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14. 8V의 리튬폴리머 배터리

를 채용하였고, 전원에 맞춰 BLDC 모터와 추진력을 만들어

낼 12개의 날개로 구성된 팬으로 구동부를 구성하였다. 수중

추진장치가 사용자의 몸에서 분리 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사용자가배터리잔량을확인할수있도록센서

부를구성하였다. 컨트롤부는센서부로부터들어어는신호를

처리하여추진력을발생하는모터의속도제어를명령신호를

구동부로 전달 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판매되고있는수중추진장치는손으로잡고버튼을누르거

나엑셀레이터를사용하여추진력을발생하도록명령을전달

하기 때문에 수중 추진장치와 사용자가 분리될 경우 구동부

가 멈추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중추진장치가 가지

고 있는 손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없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

해추진장치를조끼처럼입는방식을채용하였다. 따라서, 사

용자와추진장치가분리된것을추진장치가인식하여모터를

멈추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조종자가 떨어지면 키가 쉽게

뽑히는제트스키방식을참고하여마그네틱센서를사용하여

제트스키 방식처럼 구현하였다. 사용자의 몸에 자석이 달린

고리를부착하고수중추진장치조끼에마그네틱센서를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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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자와 수중추진장치의 분리 유부를 확인 하도록 하

였다. 팬 모터가 구동중에 마그네틱이 센서와 분리되면 모터

가 멈추도록 하였다.

2.2 수중 추진력

수중에서추진력을낼수있는모터를선정하기위하여수중

에서특정속도로진행할때유체에의한저항힘을아래식을

통해 계산하였다[2].

,

는 저항력, 는 매질의 밀도  는 매질과 물체의 상대속
도, 는매질의유동에수직인단면, 는저항계수를나타
내며, 물속에서 사람에 대해 간략회 된 식은 위의 오른쪽과

같다. 이 식을 통해서 유제체서 특정 속도로 나아갈 때 유체

에 의한 저항력을 계산한 값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목표속도별 저항력 이론값과 실제값

저항력(N)
목표속도(m/s) 이론값 실제값

0.8 10 22
1.1 20 42
1.6 45 84
2.7 158 254

수중추진체가 물속에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추력을 계산

하기위해  계수를 0.895507로 하여 계산하였고, 수중 유
체의 유동은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열악한 환경으로 수중

추진 장치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안전 계수 2를 적용하였

다. 사용자의 몸무게를 75Kg의 성인으로 가정하면, 모터와

팬이 낼수 있는 추진력이 90N이 되어야 1.6m/s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이에 맞도록 모터를 선정하였다.

2.3 시스템 동작 및 실험

마그네틱센서적용을통해수중추진장치와사용자가분리

되면 모터를 멈추게 하는 센서의 작동 테스트를 그림3의 좌

측과 같이 진행 하였다. 마크네틱 센서에 자석을 갖다 대면

모터가 동작 하고 자석이 떨어지면 전원을 차단하여 모터가

멈추는 것을 확인 하였다. 사용성을 향상시키기위해 손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착용방식의 수중추진 장치의 프로토

타입은 그림3의우측과같다. 수중추진장치 자체의 저항력을

줄이기위해거북이등과같이물의저항을줄이는디자인을

채용하였다. 안전을 위하여 수중에서만 동작 하도록 수분 감

지센서도부착하여물밖에서장치가동작되는일이없도록

하였다.

[그림 3] 동작 실헙 및 제작된 수중 추진장치 모습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레저용 수중추진장치의 단점을 개선하

기위하여손에잡는방식이아닌입는방식의수중추진장치

를제안하여사용성을개선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손에쥐

는방식이아닌조끼처럼입는방식을통해수중에서손을자

유롭게 사용 할 수 있고, 선헤엄이 가능한 수중 추진장치를

구현하였다. 특정속도로진행할때유체에의한저항힘을

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중에서 이동이 가능한 추진력을 가

진모터를선정하였고, 사용자와수중추진장치의분리및수

중에서만동작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현하여동작실험을

완료하였다. 3D프린터를통해추진장치의외형을제작하였

다. 제작된 프로토타이핑을 착용하여 손의 움직임이 자유로

운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중 추진장치의

프로토타입을 완성 하였고, 실제 수중에서 테스트 하기 위해

서는추가적으로방수에대한부분을고려한설계수정이필

요하다. 또한, 시스템의안정성도고려해서회로및제어프로

그램을보완해야할필요가있다. 사용성개선에대한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수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중추진 장치를 준

비하여 피험자를 모집하여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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