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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제조 산업은 많은 고용 인원과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

고 있는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이다. 최근 선박의 첨단화가 진

행되고 있어 디지털 선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선박의 추진 및 기관, 발전 제어 시스

템 등의 첨단화와 자동화, 디지털 선박 운항 및 관리의 통합

화를 이끄는 디지털 선박 통합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디지털 선박 통합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으로 선박 운항, 관리, 

각종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효율적 운전에 대한 무선 모니

터링 기술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박종원, 2010).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선박의 통합 시스템에 요구되는 무

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방법을 기술하였다.

디지털 선박의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한 무선 모

니터링은 첫째 효과적인 무선 매체와 통신 프로토콜을 설계를 

하는 것이고, 둘째 모니터링이 운용될 시스템의 운영체제와 

그 운영체제에 효과적인 하드웨어 및 사용자 편의를 갖춘 UI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

해 임베디드 리눅스 환경에서, 통합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이중 구조로 설계하여 시스템의 오류나 통신상

의 간섭에 따른 패킷 오류를 최소화하고, 장애가 발생할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하였다. 즉 평상시에는 

Zigbee 통신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여 일정 이상의 시간이 

요구될 때 또 다른 채널인 안정된 WiFi 통신 채널로 자동 전

환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서버와 무선 단말기 간에 

WiFi와 Zigbee를 이중으로 구축하였고, 장애가 발생할 시에

도 곧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임베디드 리눅스는 많은 임베디드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있

고 적은 비용으로 하드웨어에 포팅되는 특징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임베디드 리눅스의 그래픽 LCD에 직접 UI를 표현하

는 구조체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마련하

였다. 그리고 구현된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제 선박에서 

시험하여 디지털 선박의 통합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임을 확인하였다.

2. 본 론

디지털 선박의 통합 시스템과 디지털 선박 추진시스템 운

용 및 특성을 고려한 선박 내 무선통신을 위하여 그림1과 같

은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휴대용 단말장치는 임베디드 리눅스를 이용한 ARM11 기반 

장치이며, 이 휴대용 단말 장치는 추진시스템 플랫폼과 선박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Fig. 1 Remote wireless monitoring system 
structure for integration vessel system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용 무선 단말기는 WiFi와 

Zigbee 기능이 있어 정상 상태에서는 Zigbee 통신을 하고 통

신상의 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Zigbee에서 WiFi 혹은 WiFi에서 

Zigbee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을 위해 본 논문에서

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2.1 통합 시스템과 Server Socket 통신

소켓 통신(UDP)을 이용하여 Struct Data를 전송할 때 기존

의 TCP방식 소켓을 사용하였지만, UDP방식의 통신 소켓을 

이용하여 좀 더 고속의 데이터 송신을 이루게 하였다. 다음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구조체를 표현하였고 그림 2에 통합 선박 

시스템 사이트용 프로토콜을 나타내었다.

특집

디지털 통합 시스템용 
무선 모니터링 설계와 구현 박세현, 노석호 (국립안동대학교), 

김옥수 ((주)마린디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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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체

typedef struct {unsigned char StartBit;

  unsigned char cMsgTopBottom[9];

unsigned short sMsgTopBottom[1];

       unsigned char cMsgControlGage[5];

       unsigned short sMsgControlGage[3];

unsigned char MsgEngineStatus[4];

unsigned char cMsgLimiters[10];

unsigned short sMsgLimiters[6];

unsigned char cMsgSafety[84];

unsigned int iMsgSafety[84];

unsigned char CRC[2];

unsigned char EndBit;}

Fig. 2 Protocol for integration 
vessel system site

2.2 Server와 Client 통신

통합시스템에서 받은 Data_Stream을 Server에서 Client로 

전송한다. 전송시 Struct Data의 처음과 마지막에 

Dlebit+Serial StartBit와 Dlebit+Serial Endbit를 함께 전송한

다. Client 쪽에서는 Dlebit 와 StartBit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읽어 들인다. 그림 3에 클라이언트 사이트용 프로토콜을 나타

내었다.

 Fig. 3 Protocol for client site 

Client의 프로그램은 4개의 쓰레드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는 다음 과정의 흐름도이다. 

Fig. 4 Flow chart for wireless monitoring 

Main에서는 4개의 멀티쓰레드를 만들어 조인하며, 데이터

를 서버 측에서 받아오기 위한 쓰레드[do_receive], 사용자에

게 전달받은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미지로 화

면에 나타내기 위한 쓰레드[do_img], 사용자 측의 입력도구인 

터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드[do_touch], 통합 서버 

측에서 전달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쓰레드[do_save]

가 존재한다.

[do_receive] 쓰레드는 서버 측에서 데이터를 Client 단말

기로 받기위한 쓰레드이다. 우선 Client에 전달되는 데이터를 

Zigbee를 통하여 전달받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리얼 장치를 

Open하여 Zigbee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수신시에는 Struct Data 구조로 수신하기위해 Del bit와 Start 

bit를 체크하여 수신 데이터를 Client 측의 Data buffer에 저장

하며, do_img 쓰레드와 데이터를 공유하여 표시할 데이터로 



특집 ▶▶▶ 디지털 통합 시스템용 무선 모니터링 설계와 구현

    36                                                                                      대한조선학회지┃제 49 권 제 2 호

Fig. 6 Safety screen mode LCD screen for 
remote monitoring

사용하는 동시에, do_save 쓰레드에 이용하도록 한다.

[do_touch] 쓰레드는 사용자가 Client 단말기에 명령을 수

행하고자 터치입력을 위한 쓰레드이다. UI 구성에서 단순히 

이미지만을 변화시킬 Data와 이미지와 더불어 실제 변화를 

가져올 Data의 처리 형식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터치 시간과 

터치의 접속 상태에 따라 판단하여, 각 상태의 변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단말장치에 입력시킨다. 즉, 단말기에서 

표시되는 이미지만을 변화시키는 버튼과 같이 선택되고 있음

을 나타내기 위해, 터치센서에 접촉되어 있을 시에만 해당 이

미지의 변화가 가능하게 데이터를 전달, 접촉 후부터 터치에

서 비접촉 상태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실제 UI 운용에 사용

될 페이지의 변화와 같은 데이터를 변화시켜 사용자 UI를 운

용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표시되어 운용되는 총 6가지 화면

(Home, Safety[Shutdown, Slowdown, Alarm], Engine, Misc)

이 각각의 터치 이벤트를 지정하여, 각 화면에서 필요한 터치 

좌표만을 체크하여 터치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do_img] 쓰레드는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이미지를 보여주

기 위한 쓰레드이다. 우선 화면에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사용할 프레임버퍼를 오픈한다. 또한, 전체 이미

지를 프레임버퍼에 올리기 전에 변화되는 내용을 올릴 가상 

디바이스 버퍼를 만든다. [do_touch]를 통하여 입력 혹은 변

화되는 메인화면(c_layer) 값을 판단하여, 출력할 이미지와 폰

트를 사용자에게 보여 질 이미지로 구성하게 된다. 각 layer의 

처음 이미지가 구성될 경우에, 즉 first_flag=0일 경우 구성된 

모든 이미지를 가상 디바이스 버퍼로 출력하고, 버퍼에 출력

된 이미지를 실제로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최종 프레임버퍼로 

출력하게 된다. 해당 페이지에서 이미지가 변화할 경우, 변화

되는 이미지만을 프레임버퍼로 즉시 출력하여 각 해당 화면에

서의 이미지가 변화할 때 이미지가 겹치거나 부자연스럽게 보

이지 않도록 하였다.

[do_save] 쓰레드는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쓰레

드이다. 먼저, 저장할 디렉토리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디렉토리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디렉토리를 만들어 

저장할 경로를 확보한다. Misc 화면에서의 Save Path 장소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초기값은 0, 0: Local 저장소 1: SD 

Card) 저장할 데이터의 경로를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적

으로 Auto Gen 상태로 두어 일정시간마다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으며, 저장될 때의 파일명은 저장되는 시간_항목.txt로 

되어 데이터가 저장되는 시점을 파일이름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장되는 데이터의 필요에 따라서 

Record file select를 선택하여, 가상 키보드를 통하여 임의의 

이름으로 정하여, 데이터를 항목별로 저장할 수 있다.

그림 5는 원격 모니터링의 메인 화면으로, 선박 운항에 필

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선박의 Rpm, 

Fuel, Air, Set Rpm Gage, 선박의 Interlock 및 선박 운행 상

태를 표시한다.

Fig. 5  Main mode LCD screen for 
remote monitoring  

전체 화면들은 그림 6에서부터 그림 8까지 나타낸 것과 같

이 Main, Safety, Engine, Misc. 화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그 중 Safety 화면의 경우 Shutdown, Slowdown, Alarm

등 3개의 화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림 9에 구현되

어진 선박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제 모습을 나타내었다. 

 

Fig. 7 Engine screen mode LCD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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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sc. screen mode LCD screen for
       remote monitoring

Fig. 9 The pictures of implemented monitoring 
system for integration vessel system 

3. 실험 및 고찰

구현된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제 선박에서 사용 가능

한지 검증하기 위해 그림 10과 같이 무선통신 패킷 송수신 시

험을 실시하였다. 실증시험은 운항중인 선박의 조종실에 무선 

AP와 Server 단말기를 설치한 뒤 Server와 client 모니터링 

시스템 간의 패킷이 Zigbee 통신을 통하여 얼마나 손상되는

지, 패킷손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 10 Wireless packet testing 
on real vessel

측정 장소는 그림 11에서부터 그림 13과 같이 16곳으로 1층 

ECR(Engine Control Room) 내에서 4곳과 각 층별 ECR에서 

측정하였다. 장소별 패킷 손실비율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

여 해당 Zigbee 모듈의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측정하여 수신 신호 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11  First floor  ER: 5 Points
 

Fig. 12 Second floor ER : 5 Pi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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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ird floor ER : 2  Points

 

거리

(위치)

패킷

수신율
RX RSSI

0M

(1)
100%

5M

(2)
100%

9M

(3)
100%

8M

(4)
100%

Table 1 Receive rate, RX and  RSSI

표 1에서 표 4까지 측정한 2가지 파형과 해당 장소의 패킷 

수신율을 나타내었다. Rx 파형의 경우 데이터의 수신여부를 

파악하기위하여 각 장소별로 측정하였다.

거리 (위치) 패킷 수신율

0M (1) 100%

5M (2) 100%

9M (3) 100%

8M (4) 100%

Table 2 Receive rate on the first floor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측정지역에서 데이터가 들어오

는 것을 알 수 있다. RSSI 경우 수신 신호강도를 나타내므로 

거리 또는 해당 신호의 장애 여부에 따라서 신호의 변화가 생

기며, 해당 모듈의 경우 RSSI 신호를 PWM 파형으로 나타낸

다. 그리고 패킷 수신율의 경우 Server 측과 Client 측의 프로

그램을 통해 ACK와 NACK의 비율을 이용하여 수신율을 나타

내었으며 이를 위하여 각 측정 장소별로 약 100여개의 패킷을 

Sever측에서 송신하였다. 

거리 (위치) 패킷 수신율

12M (5) 100%

20M (6) 100%

17M (7) 100%

09M (8) 100%

12M (9) 100%

Table 3  Receive rate on the second floor 

거리 (위치) 패킷 수신율

12M (15)
98%

(102패킷 중 2패킷 손실)

05M (16)
96%

(100패킷 중 4패킷 손실)

Table 4 Receive rate on the third floor 

1층의 ECR 내의 경우 Zigbee Server측과의 거리가 가깝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신호에 장애를 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수신 신호강도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파형의 변

화가 나타나지 않고, 데이터 패킷의 손실 역시 나타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1층의 ER의 경우 5구역에서 측정을 하였다. 1

층 ER의 경우 ECR구역과는 층 내의 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RSSI의 신호가 기존 ECR 내부보다 약해져 파형의 차

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신호는 패킷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만

큼 강하여 1층에서는 Data 패킷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2층의 ER에서 측정한 경우 1층과의 높이차에 따른 Server 

측과의 거리가 발생하였다. 1층과 2층간의 높이는 약 2.5M이

며 층간에 층을 나누는 바닥이 존재하여 장애를 일으켰다. 이

에 따라 RSSI 신호의 경우 1층의 측정 장소보다 신호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RSSI 신호가 약해짐에 따라서 Data 패킷에

도 영향을 미쳤는데, 11번 측정 장소와 12번 측정 장소의 경우 

RSSI신호에 비례하여 Data 패킷 수신율도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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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3층 ER의 경우 높이와 거리 차로 RSSI 신호가 

약해짐에 따라, Data 패킷의 손실로 나타났다. 1층과 3층간의 

높이는 약 5M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선박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위한 효

과적인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를 위하여 통신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사용자 편의를 갖춘 휴

대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효과적인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통합 시

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이중 구조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시스템 오류나 통신상의 간섭에 따른 패킷 오류를 최

소화하였고 장애가 발생할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개

발하였다. 즉 평상시에는 Zigbee 통신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

하여 일정 이상의 시간이 요구될 때 또 다른 안정된 WiFi 통

신 채널로 자동 전환하는 구조이다. 또한 임베디드 리눅스의 

그래픽 LCD에 직접 UI를 표현하는 구조체를 개발하여 효과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휴대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그리고 구현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제 선박에 적용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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