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of the GIA for Marine Biosafety

HULL CLEANING ROV
FIL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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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 산업의
혁신적 파트너

육상의 선박 건조 기술과 운항 효율의 혁신은 이미 정점에 와 있습니다.
반면, 수중에서 선박의 연료 소모를 증가시키는 생물오손을 처리하는 데에는 현재도
수십 년 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수사에 의한 수중선박 청소는 경제적이지 못하고 환경에도 유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
품질의 투명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운산업은 수중 선박 청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타스글로벌은 특유의 화합, 신뢰, 개척정신을 기초로 하여 최상의 산업분석,
선박 설계, 잠수 및 로보틱스를 융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수중 로봇 청소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식회사 타스글로벌은 친환경적 수중 선박 청소의 기준을 마련하여 해운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Technology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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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해양산업의 친환경적 기여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해양 중소기업

주식회사 타스글로벌은 로보틱스의 혁신을 통해 해양 산업에 공헌하고자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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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1,
7층(여의도동, 동성빌딩)으로 이전
해양생물을 수중에서 제거 또는 검사에
필요한 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김유식에 의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41
소재에서 설립(납입자본금 15백만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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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계부문 대표 신기술인증(NET)
본사이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본점을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62번지
센텀그린타워 3층 입주지원실
(우동, 센텀그린타워)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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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로봇성능 인증

06

수차의 증자를 거쳐 자본금을 115백만원으로 증자

2015

11
11
10

부산광역시장 모범창업표창장
현대중공업 협력사 선정,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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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116백만원으로 증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가치 1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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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표 스타기업 선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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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인증, In-Water-Survey
머니투데이,
“선박청소로봇을 개발해 세계최초로
상용화시킨 타스글로벌”
에스엘인베스트먼트
10억원 전환사채투자(기업가치 150억원)
본점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남로 23-2
(남항동 3가)로 이전

2017

뉴스토마토

“선박 청소 로봇개발사…”

머니투데이

“선박청소로봇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

노컷뉴스

“세계 최초 선박용 수중로봇 개발…”

한국경제

“부산 타스글로벌, 배 밑바닥 청소로봇…”

헤럴드경제

“창조경제의 현장, …”

브릿지경제

“수중로봇 개발업체…”

이투데이

“한국예탁원, 우수…”

서울경제

“공유경제에서 첨단수중설비…”

연합뉴스

“기발한 제품 다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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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3회 한국해양수산사업대상에서
첨단기술 부문 수상
한국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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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132백만원으로 증자,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0억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기업가치 2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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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533번길 96으로 이전
영국선급인증, In-Water-Survey

2020.10

2020 기계로봇산업 발전유공 포상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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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급인증, In-Water-Survey

2020.09

아시아 최초로 IMO 공동 주관 정책자문 민간협의체인 GIA 가입
4차 산업혁명 파워코리아 대전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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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독일선급인증, In-Water-Survey
일본선급, In-Water-Survey
ISO 9001, 수중작업 무인로봇의 생산 및 서비스
BK인베스트먼트 15억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기업가치 250억원)
부산CBS, 세계 최초 선박용 수중로봇 개발
“무한한 신시장 열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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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서비스㈜, 수중작업에 대한 연단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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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137백만원으로 증자, 현대투자파트너스,
10억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기업가치 2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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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타스글로벌 등 53개 유망 스타트업 선정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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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주식회사 타스글로벌의 정체성

정직과 신뢰

창조와 성장

In reply please quote our reference
Your reference:

SP-007335

Our reference:
Date:
Writer’s direct number:

2020/66171741133R
07 April 2020
63308615

HENRY GOH (S) PTE LTD
2 VENTURE DRIVE
#15-21 VISION EXCHANGE
SINGAPORE 608526
Dear Sir/Madam,

기업과 구성원이 정직으로
상호신뢰하는 기업

Patent Application No.:
Title of invention:
Applicant(s):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한
미래 산업 창조

11201705037U
MAGNETIC WHEEL
TAS GLOBAL CO., LTD.

Notice of Eligibility for Grant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patent application is eligible for grant. Please find the
Supplementary Examination Report enclosed for your reference.
What’s Next
You may wish to file Patents Form 14 (https://www.ip2.sg/RPS/WP/PT/FormPF14P.aspx) by 7 June
2020 to request for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grant. Otherwise, the application will be treated as
abandone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me at my direct line.

Mr. John Tan
for Registrar of Patents
Singapore
Encl:Supplementary Examination Report - 11201705037U-SER-Supplementary Examination Report
[1]

Ideas Today. Assets Tomorrow.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1 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ore 408533

T +65 6339 8616
F +65 6339 0252
W www.ipos.gov.sg
Page 1 of 1

미래의 자산은 깨끗한 환경이다.

선급인증서(ABS, DNVGL, LR, KR, NK)

환경과 안전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하는 기업

상표등록 서비스표 등록증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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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선박 청소를 위한
맞춤 로봇 청소 시스템
수중 로봇 선박 청소 시스템
타스글로벌의 로봇 시스템 및 운영 프로세스는 수중 선박 청소를 위해 철저히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당사의 로봇은 수중, 수면위에서 선박에 강하지만 부드럽게 부착되어 곡면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청소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로봇입니다.
선박 청소 시 다양한 센서 및 전 방위에 부착된 8개의 카메라로 로봇을 운영합니다.
로봇 중량 350㎏~500kg(ver.2.8기준) 정도이지만 수중에서는 양성 부력을 유지합니다.

로봇 시스템 구성
로봇 | 전력, 통신 케이블 | 해상오염 정제 시스템 | 컨트롤 모니터링 시스템 |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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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 보호를 위한
최적의 청소 프로세스
청소 절차
타스글로벌은 선박의 표면 도막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오손 상태에 가장 적합하지만 가장 부드러운 브러시를 선정합니다.
브러시의 회전 수, 브러시의 선박 표면 압력을 선정합니다.
청소 시,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청소 상태와 오손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압력과, 회전수를 조절합니다.
심각한 오손의 제거부터 부드러운 걸레질까지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브러시의 종류
| Ultra soft : 바이오 필름

| Medium : 해조류, 소형 갑각류

| Very soft : 바이오 필름

| Medium : 해조류, 소형 갑각류

| Soft : 바이오 필름, 해조류

| Hard : 소형 갑각류, 중형 갑각류

| Medium : 해조류, 소형 갑각류

| Very hard : 소형 갑각류, 중형 갑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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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수중 선박 청소
생물과 무생물 오손을 정제하는 시스템

환경보호와 수중 선박 청소의 세계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당사는 이동식 오손 정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로봇의 본체와 호스로 연결된 타스글로벌의 정제 시스템은 3단계에 걸쳐 미생물 및 마이크로 입자까지 정제합니다.

•무게
•최대
•최대
•최대
•호스

펌프 성능
정제 능력
호스 길이
규격

약 2.5Ton
12Ton/hour
5Ton/hour
200m
65A

•필터 능력
•1차 필터
•2차 필터
•3차 필터

3~5mm
30~50um
10um

타스글로벌의 정제 시스템은 제3의 연구기관으로부터 국제해사기구 가이드라인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국제 표준화에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 받았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항만 및 계류지에 적법한 사전 허가를 취득하고 선체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는 독보적인 국내 회사

▶Underwater Hull Cleaning Permission of S. Korean Maritime Authority

선박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박 청소

선적, 하역 또는 벙커링 시간 동안 청소를 시행합니다.
선박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다수의 로봇이 부착되어 선박의 크기, 종류에 무관하게 주어진 시간에 청소를
완료합니다. 해상 또는 육상에서 해당 선박에 접근하며, 최대 4대의 로봇을 1회의 청소에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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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청소 품질 확인
로봇청소의 전 면적 촬영으로 품질 확인

기존 잠수사 수중 청소의 품질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당사는 로봇 청소의 모든 청소 동영상을 녹화합니다.
타스글로벌의 로봇에는 전 방위에 8개의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되어 있으며, 해당 카메라는 오손 확인,
로봇 조종에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청소작업 완료 후 청소 품질을 확인하는데도 이용됩니다.
때문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전면 청소 품질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중 선박 도막 두께 측정, 관리
수중에서 도막의 두께를 측정, 관리

타스글로벌은 drydock에서 사용하는 도막 두께 측정 공법을 수중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막의 두께 측정 자료는 선박의 도막 보호를 위한 최적의 청소 시스템과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청소 전후의 도막 두께에 대한 변화를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의 수중 청소의 품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안하는 최상의 청소 방법은 극도로 부드러운 청소를 자주 시행하는 것입니다.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CLEANSING
Comparison Chart
: Before
: Brush A
: Brush B
: Brush C

700
607 I 594 I 579 I 569

600
500

561 I 552 I 541 I 516
477 I 483 I 454 I 436

400
300
200
100

34 I 26 I 29 I 31

6 I 5 I 5 I 6

0
Min

Max

Deviation

Avg

Coefficient of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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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잠수사 지향
안전
타스글로벌은 세계잠수표준 및 규정을 중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관리를
최우선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타스글로벌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
타스글로벌은 자연을 존중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폐기물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환경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
타스글로벌은 전문적으로 교육된 잠수사를 채용하여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잠수사와의 멘티/멘토 시스템 운영을 통해 최고의 선박전문 산업잠수사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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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글로벌 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직원의 안전과 행복을 이루는 것이 고객과 사회에 대한
더 큰 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Member of the GIA for Marine Biosafety

HULL CLEANING ROV
FILTRATION SYSTEM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 96

T 051-731-0056 F 051-416-1056

www.usmt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