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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ncept of the Total Navigation 
Support Platform of the Digital Ship

Fig. 2 Components of the Total Navigation 
Support Platform of the Digital Ship

1. 서 론

2000년 이후 선박내의 종합운항시스템이외에 선박 운항자

에게 운항 및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요

구 되어진다. 2000년 이후 선박의 해양사고 또한 끊임없이 일

어나고 있다. 해양사고 종류중 충돌, 기관손상, 안전ㆍ운항 저

해등이 해상사고요인으로 높으며, 충돌사고의 경우 95%이상

의 운항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경계소홀 항해법규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운항 및 안전저해사고도 경계소홀 등의 

운항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항과실은 단순히 사고당시 운항자의 인적과실이라기보다

는 그 내면에 운항자의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고이며, 선박내의 운항에 필요한 장비로 항해장비에 대한 

장비별 신호이상 출력시 장비에 이상상태로 판단하여 이에 대

한 처리 방법이 각 장비개발업체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진

단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있다. 선박운항을 안전을 

위해서 하루하루 새로운 장비가 선박에 장착되고 운영해야하

는 장비의 수가 증가함으로 운항자에게 효과적으로 장비를 관

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

에 운항자가 개별적인 장비에 대한 이상상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한 운항자의 운항 스트레스 및 장비에 대한 원활한 

상태확인 및 이상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운항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운

항자의 판단 및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종합운항 지원플랫폼 개념

선박의 종합운항 지원 플랫폼은 선박의 종합항해 시스템과 

연동되어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운항 성능을 도출하

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항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원

격 유지보수, 위험감시 및 예방진단을 위한 종합 운항 지원 

기능을 갖는 플랫폼을 정의한다.

선박의 종합운항 지원 플랫폼의 주요구성요소는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1. 원격 지원 서비스 개발과 지능형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개발

을 통한 원격 지원 플랫폼

2. 선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과 누적 항해기록 및 실시

간 선박 상태에 따른 최적 운항 성능 지원 시스템

3. 사고 이력 관리 시스템 및 위험 감시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선박 환경 지원 플랫폼

3. 원격 지원 서비스 시스템

VSAT 위성안테나를 사용하는 방식을 체택하여 빠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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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Comparative table of 
the marine satellite system

Fig. 3 A Figure of the Rroute planning for  
taking a roundabout route to avoid typhoon

Fig. 4 A Concept of the fire monitoring 
and evacuation information

확한 데이터 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선박의 상태 정보를 육상으

로 전달하게 하여 선박 장비 및 기관실, 화물, 위험 상태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시 신속하게 선박에 이상상태에 

대한 알람정보를 전송하며, 장비 고장시 관련 매뉴얼 및 고장 

부분에 대한 알림으로 인한 간편 수리를 유도하고,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수리를 요항 경우 신속한 메일 및 SMS 서비스를 

통한 알림 서비스로 연락하여 다음 정박지에서 수리를 가능하

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VSAT FB500

Satellite Intellsat InmarsatI-4

Antenna

Size
2.4M

1.0 ~ 

1.2M
57cm

Coverage
70°N ~ 

70°S
Regional

70°N ~ 

70°S

Speed

MAX 4 Mbps 4 Mbps 432 Kbps

Web Unlimited Unlimited Usage

Spent
Voice $0.25 / Min

$0.25 / 

Min
$1.3 / Min

Data
$5,000/ 

Month

$3,000/ 

Month

$20/ 

Megabyte

VSAT을 통한 원격 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서비스는 기상서

비스 업체를 통한 예측 정보 및 선박으로 부터의 실시간 정보

를 기반으로 하는 기상정보 관련 서비스, 화재, 당직자, 조난 

등의 알람 및 대처 서비스, 선박의 장비 및 엔진 상태 정보 등

에 해 대한 모니터링 정보 및 선박의 지능형 유지보수 시스템

의 알람 및 유지보수 요청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장비에 대한 

원격 유지보수 지원 서비스 등 총 3가지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진다.

3.1 기상 정보관련 서비스

기상업체를 통한 예측 서비스 정보는 기압골, 풍향/속, 너

울, 태풍 정보를 서비스 받게 된다. 또한 선박에 부착된 기상 

센서 및 시스템을 통하여 풍향/속, 습도, 온도, 대기압, 강우량

등을 점검하여 선박 내는 물론이고 본 시스템에 전달하여 선

박 주위의 기상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이를 통하여 선박의 항로정보 중 일부 태풍 등 위험요소 발

생시 수정된 항로 정보를 전송하여 선박에서 항로변경 등의 

기능으로 안전한 항로로의 이동 운항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항로 정보는 기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선박의 원격 지원 유지보수 시스템으로 전달하여져 항해사에

게 전달되게 하며, 항해사는 해도 및 ECDIS에 변경 항로 정보

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 및 지원하는 기능이다.

3.2 위험 상황 알람 서비스

원격 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각종 위험 내용, 상황에 대한 

알람 서비스이다. 여기서 기술될 각종 선박의 위험 상황에 대

한 구체적인 획득 방안은 추후 연구개발 내용이므로 추후 논

하기로 한다.

먼저 알람 처리해야 할 위험 내용은 크게  화재 , 당직자, 

조난 등 세 가지로 구분 된다.

3.3 원격 유지보수 서비스

원격 유지보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선박의 지능형 유지보



이정우, 정희섭, 임용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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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Figure of the function for 
remote maintenance

Fig. 6 A Concept of the Power Control System

Fig. 7 A Concept of the Ship Equipment Block

수 시스템을 보조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선박의 지능형 유

지보수 시스템으로 부터의 선박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실시간 

위치, 방위, 속도 정보는 물론이고 선박의 장비에 대한 상태정

보, 엔진의 상태 정보, 화물의 상태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판

단된 장비 교체, 점검, 에러 정보를 VSAT를 통하여 주기적으

로 전달 받아 화면에 표시하며, 장비의 이상상태 정보 또한 

표시함으로써 신속한 선박 상태 정보 파악 및 각종 선박 장비 

자동 및 수동 수리 요청 메시지 처리, 요청 메시지에 의한 각

종 장비 매뉴얼 및 메시지 전송 기능, 요청 및 자동 교체 알림

에 의한 수동 및 자동에 의한 SMS/메일 요청 서비스등을 제

공한다.

또한 PCS(Power Control System)을 통한 각종 선박 장비

에 대한 전원,LAN,온도, 습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원격 전원 

제어 기능을 구현하여 PCS 컨트롤러를 통한 PCS 제어보드를 

장착한 PC를 직접 전원을 제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원격지

에 있는 본 시스템으로 부터의 선박의 PC 및 장비에 대한 

VSAT을 통한 기 설계된 프로토콜을 통하여 전원 제어가 가능

하게 하여 필요에 의한 전원 제어 기능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또한 CDMA 모듈을 통한 휴대폰의 SMS메세지를 이용

한 제어도 가능하게 하여 선박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원격 

지원 및 컨트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4. 지능형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선박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을 도모하며, 운항자가 장

비에 대한 고장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장에 대한 진단을 통

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각 신호에 

대한 통계적 분석기반을 통한 이상감지시스템을 채용하고 

전문가 지식기반이상진단시스템을 통하여 장비에 대한 정확

한 진단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고장진단 결과를 운항자에게 

각종 처리 문서 및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Fig. 7은 선박 내에서 진단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항목을 

간략히 나타내는 블록구성도이다. 선박내의 감시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전시하며, 각 

장비에 대한 이상진단을 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 분류하여 

운항자가 각 항목에 대한 이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유지보수시스템은 선박정보, 선박화물상태, 선교장비상태, 기

관실상태에 대한 전시 및 이상상태에 대한 정보를 분류하여 

정보를 감시하도록 분류 관리한다.

4.1 선박 정보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Number, 선박

명, 호출부호, 국적, 선사명, 항차번호, 출발지, 목적지, 항로

정보 표시를 하며 항로정보에는 항차번호, 출발지, 목적지, 

WP(WayPoint; 변침점 이하 "WP"라 약칭함)수, WP배열정보

로 이루어지면, WP배열정보는 번호, 위치, 계획속도에 대한 

정보를 전시한다.

4.2 화물상태 정보 

화물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 화물수량, 개별화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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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Concept of the Ship Equipment failure

상태를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또한 컨테이너별 세부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은 내역을 포

함한다. 컨테이터ID(Identity), 컨테이너위치, 컨테이너설정온

도, 선적항, 목적항, 시간별화물상태정보에는 세부적으로 컨

터이너마다 공급온도, 반환온도, 알람, 이벤트, 로그기록에 대

한 상황을 전시하며, 설정온도보다 현재의 온도가 낮을 경우 

컨테이너에 대한 알람을 운용자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구성

된다.

4.3 항해 장비 정보  

5가지 항해장비인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전자해도시스템),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 무선탐지와 거리측정), GPS(Global Position 

System; 위성항법장치), SPEED LOG, Gyrocompass 항해통

신장비에 대한 전원인가상태, 시스템이상 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스템이상종류는 

   1) 장비에서 IEC61162 출력신호가 나오지 않을 때

2) 장비에서 자체 알람신호가 발생할 때로 구분되며, 신호

이상상태는 출력되는 IEC61162신호에 대한 오류 신호가 포함

되어서 전송될 경우(체크섬에 대한 값이 10초간 계속적인 입

력이 될 경우)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며, 상태별로 운용자에게 

전시하도록 구성된다.

4.4 기관상태 정보 

디젤기관에 대한 기관실 상태 정보인 연소상태, 열교환기

상태, 전동기 상태, 펌프상태를 전시하며, 연소상태정보에는 

과급기 회전수, 과급기 배기가스온도, 소기압력, 실린더평균배

기가스 온도, 소기온도이며, 열교환기상태정보는 냉각기 냉가

유입 입출구온도이며, 펌프상태정보는 입구압력, 출구압력을 

전시하며, 전동기상태정보는 전류에 대한 정보를 전시하도록 

화면으로 구성된다.

4.5 이상상황 유지보수 처리방법 
각 장비에 대한 초기설정모드에서 선박정보입력모드, 선교

장비입력모드, 화물정보입력모드로 분류되며, 선박정보입력모

드에는 현재 선박의 제원에 대한 상황을 입력하며, 선교장비

입력모드에는 Gyrocompass구성부품입력, GPS구성부품입력, 

ECDIS구성부품입력, Speed-Log구성부품입력, RADAR구성

부품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화물정보입력모드에는 화물

에 대한 위치, 담당자, 설정온도, 기타정보에 대한 내역을 입

력되도록 한다.

초기설정모드가 완료되면 선박정보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

며, 5가지 항해통신장비에 대해 각 장비의 상태에 대한 신호

를 입력받아 판별한 후 정상적일 때 다음 단계인 상태신호입

력이 있는지 판별한 후 상태신호입력이 정상적일 때 다음 단

계인 시스템상태에 대한 정보를 판별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일 

때 모든 동작인 정상동작하며, 각 단계별 이상이 발생시 다음 

장비로 상태확인을 하는 동작을 하도록 구성된다.

Fig. 8은 선박용 장비이상처리 및 유지보수 처리 방법에 대

한 플로우차트로 유지보수관리시스템ON(1)은 시스템을 기동

하기 위한 전원인가와 시스템 운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초기

설정모드(2)는 장비이상처리 및 유지보수처리방법 시스템에 

대한 장비에 대한 초기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시(3)에 해

당하는 선박정보인 IMO Number, 선박명, 호출부호, 국적, 선

사명, 항차번호내용을 설정하며, Gyrocompass, GPS, ECDIS, 

Speed-Log, Radar의 통신 구성(5)에 대한 설정하며, 화물상

태입력(6)은 담당자, 화물개수에 대한 설정을 한다.

초기설정(2)이 완료가 되며, 각 장비에 대한 정보처리(7)를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Fig. 9은 항해장비에 대한 고장 진단 및 유지보수에 대한 

방법에 대한 운영블럭도로 고장진단을 위한 데이터분류는 전

원, 신호, 시스템계통(1)으로 각 계통별 신호에 따라 통계적 분

석기반으로 이상감지시스템(2)을 구동하여 이상감지에 대한 

상황을 판별하며, 시간별/통계적문석기반 이상진단과 전문가 

지식기반 이상진단시스템을 통하여 진단하며 진단된 이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3)을 통한 고장 진단에 

대한 사항을 운항자에게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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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Concept of the Navigation 
equipment failure 

Fig. 10 A Concept of the Engine 
equipment failure 

Fig. 11 A Concept of the Navigation 
equipment setting

Fig. 12 A Concept of the all operation screen

Fig. 10은 기관장비에 대한 고장 진단 및 유지보수에 대한 

방법에는 연소, 열교환기, 전동기, 펌프계통(1)에 대한 데이터

로 분류하여 항해장비와 동일하게 통계적분석(2) 및 의사결정

(3)을 통하여 운항자에게 고장 진단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도

록 구성되어있다.

Fig. 11은 점검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므로 

각 장비의 대한 점검일시, 점검해야할 일시, 고장 점검한 일시

에 대한 정보 입력을 바탕으로 향후 고장진단을 자료로 활용

하며, 장비교체에 대한 시기도 자동적으로 운항자에게 알람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12은 종합적은 장비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며, 

파악된 상황에 대한 점검시기 및 점검에 대한 방법을 운항자

에게 선택적으로 매뉴얼을 제공하므로 안전한 항해을 지원하

는 방법으로 구성되며, 선박정보(1)는 IMO Number, 호출부호, 

국적, 선박명, 항해정보(1)는 출발지, 도착지, 속도, 방위, 일반

정보(1)는 시간, 위치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화

물상태정보(2)는 화면상에 화물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면상태에 따라 정상적일 때 파랑색, 빨강색일 때 

비정상상태, 화물이 없는 위치는 회색으로 표시된다. 항해장

비상태정보(2)는 GPS, Speed-Log, Gyrocompass, RADAR, 

ECDIS에 대한 전원 On/Off상태, 입력신호상태, 시스템이상상

태, 시간별 장비에 대한 교체주기에 대한 바형태의 표시 및 

리스트박스형태로 각 장비에 대한 점검시간, 오류발생시간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박스에 표시 및 저장되도록 구성된다.

또한 각 장비에 대한 전자매뉴얼을 볼 수 있도록 버튼으로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구성된다. 기관실상태정보(4)는 연소상

태정보, 열교환기상태정보, 펌프상태정보, 전동기 상태정보에 

대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하도록 구성

된다.

5. 선박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선박상태모니터링서비스는 선박의 운항상태를 감시하고 운

항자가 선박내의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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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제적인 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항에 대한 기본 정보와 선박내의 정보를 시각적인 표현을 

통하여 장비에 대한 정확상태를 감시하고 선박보고 등 각종문

서처리를 자동적으로 행하여 항해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Fig. 13 Display of developed ship 
monitoring service system

항해정보표현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GPS, Speed log, 

AIS, Gyro compass, ECDIS 등의 장비로부터 신호를 처리하

고 ECDIS는 최적항로 계획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재나 충돌과 같은 선박안전에 관한 사안은 이

미지정보를 직접 감시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함으

로 필요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미지처리를 하였다. 

Fig. 13의 좌측에 선수방향영상을 처리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줌밍과 카메라 위치제어를 위한 아이콘을 설치하였다. 

Fig. 14 Detail engine room information display 
of developed ship monitoring service system

Fig. 14는 기관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운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화면이다. Fig. 15는 각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이다. 선박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뒤에 설명할 최적운항

지원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교환한다. Fig. 16

는 선박상태모니터링시스템과 최적운항성능지원시스템의 개

념도이다.

Fig. 15 DB configuration of developed
ship monitoring service system

Fig. 16 Concept of optimal maneuvering
support and monitoring system

6. 사고 이력 관리 시스템 및 

위험 감시 시스템

사고이력관리시스템은 선박내의 사고 이력 관리 시스템은 

선박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시하여 정보를 전시/저장/이력을 

관리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예방 예측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박의 상태, 원격 기상 데이터는 

DAU(Data Acquisition Unit)를 통해 입력되고, 선박 유지, 보

수 관리 신호와, 위험 감시 신호, CCTV신호는 입력부를 통하

여 신호가 제공된다. 이러한 상태 및 감시 신호는 신호변환처

리를 거쳐 신호별 저장 포맷, 저장 주기, 삭제 주기를 처리한

다. 변환된 신호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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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ncept of accident 
management system

Fig. 18 Concept of risk management system

운항자에게 알리기 의해 화면에 표시되고 운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고 저장된 정보를 운항자가 다시 볼 수 있게 

제어부를 통해서 과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정보 및 전시, 이력 관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분석

하는 방법(시스템)이며, 위험감시시스템은 선박내의 화재에 

대한 알람은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알람센

서를 통하여 화재를 감응하여 알람신호를 운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당직자알람은 선교에서 당직자가 당직업무를 제대

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교내에서 당직자에 대한 

상태를 선박내의 연결된 신호라인을 통하여 각 선실에서도 당

직자에 대한 알람정보를 다른 근무자에게 제공한다. 조난알람

은 선박내의 인원이 조난시 조난에 대한 알람을 선박 및 육상

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알람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 알람에 

대해서 각각 개별시스템에서 신호를 입력받고 각각 동작을 하

므로 각 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각각의 시

스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각 정보에 대해서 추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이 세 알

람시스템에 대해서 통합 감시 및 알람을 전송하며, 추후 알람

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하므로 선박내의 알람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시스템)이다.

6.1 사고 이력 관리 시스템

멀티미디어 기반의 선박 사고이력 관리시스템 및 방법은 

선박 사고에 대한 관리와 차후 분석을 통한 선박 사고의 예방

을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성의 방법을 제시한다.

선박 내 사고이력 관리시스템은 선박내의 선교시스템이 있

는 곳에 구비되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되어 있다.

6.2 위험 감시 시스템

선박내의 위험감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선박의 위험 감

시 요소, 화재감시 및 대피, 당직자의 감시 여부를 모니터링하

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7. 결 론

선박내의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운항자의 

편의성을 도모한 시스템과 동시에 운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여 선진국에서는 개발을 진행 중

에 있으며, 단품형태의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전시회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에 정부주도의 개발사업을 통하여 

상선 및 해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하여 실선

검증시험을 통하여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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