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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선박은 아날로그 항해 

장비와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운항하던 패러다임이 디지털 

항해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항하는 개념으로 바

뀌게 되었다. 선박의 항해장비는 기존의 단독 운용 시스템에

서 통합 운용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통합항해시스템(INS : 

Integrated Navigation System)이 선박에 탑재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ISM(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코드가 

일반선에 대해 2002년에 발효되면서, 배가 출항하면 본선의 

모든 관리책임을 선장이 진다는 무한책임제로부터 그 책임을 

육상과 선박간을 명확히 분류하여 선장 책임의 일부를 육상 

측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이 발효되면서 육상에서 선

박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관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e-navigation이 제시되어 2012년 

구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국제적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업체를 중심으로 통합화 솔루션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된 기술이 부족하고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현실에 있다.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09년

부터 ’12년까지 수행한 “디지털 선박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

발”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상기 과제는 

국제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선박의 통합 플랫폼 표준 모델 수

립, 표준화된 선박 플랫폼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개방형 구조

의 시스템간 통합·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연동 시스템,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기반의 선박용 다기능 콘

솔, 통합플랫폼의 운영관리 시스템, 디지털 선박의 실증시험 

환경 구축을 목표로 연구되었다. Fig. 1는 디지털 선박의 통합

관리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를 보여준다[박종원 등, 2010].

2. 국제규격 기반의 선박 

통합플랫폼 표준모델

선박의 통합화는 1995년부터 미국 정부 주도의 ISIT(Integ-

rated Shipboard Information Technology) 프로젝트와 함정 

승조원의 인원감소를 목적으로 획기적인 기술 구현을 위한 

Smart Ship 프로젝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유럽 Telematics

Application Programme 컨소시엄 프로젝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유럽 MarNIS(Marine Navigation Infor-

mation Service) 프로젝트, 2006년부터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e-navigation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

Fig. 1 Configuration diagram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Digital Ship

선박의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대한 대표적 국제표준은 미국 

NMEA 0183/2000과 국제전기전자위원회(IEC)의 기술소위원

회(TC) 80에서 제정한 선박 항해·기관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 선박 내의 각종 하위 디바이스나 시스템들을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규격(IEC 61162)이 있다. IEC 61162 

프로토콜은 NMEA 프로토콜과 MiT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

정되었으며 Table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EC 61162-1은 NMEA 0183을 근간으로 해서 2010년 11월

에 4차 개정판이 공표되었으며, 해상 항해 및 통신장치와 시

스템들의 단독으로 송신하고 다수의 장치들이 수신하기 위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4,800bps 전

송속도로 1초 이상의 전송주기를 요구하는 단방향 직렬 데이

터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디지털 선박의 실질적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핵심인 전송되는 

데이터의 문장 형식자와 전송 장치의 ID를 포함하는 메시지 

형식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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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IEC 61162-1 IEC 61162-2 IEC 61162-3 IEC 61162-4

Data repetition rate 7 Hz 50 Hz 7 kHz 10 Hz

System bandwidth 4.8 kbits/s 38.4 kbits/s 250 kbits/s 10 Mbits/s

Number of Listeners 1 10 50 100

Message fragment 

length
71 byte 71 byte 8 byte 1400 byte

Cable length 500 m 500 m 200 m 500 m

Table 2. Comparison of IEC 61162 series standards

규격 구분 특    징 비   고

IEC61162-1
선박 비동기 4,800 bits/s 

ASCII 형태, 단방향 전송
NMEA 0183

IEC61162-2
선박 비동기 38,400 bits/s 

IEC 61162-1 고속통신 형태

IEC61162-3
다수 송신 및 수신기능 통신 

250k bits/s, ISO 11898 규격

NMEA2000, 

CAN

IEC61162-4
선박 시스템 접속 통신규격 

10M bits/s, 프로토콜 규정

TCP/IP, 

UDP

Table 1. Characteristics of digital interface 
standard(IEC 61162) in the digital ship

IEC 61162-2는 최소 20ms 주기를 가지고 전송을 요구하는 

고속통신(38.4kbps)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IEC 61162-1의 메

시지 형식(문장구조, 송신장치 ID, 문장형식자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속통신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정의하고 

있다. IEC 61162-3은 자동차 및 산업분야의 통신방식으로 사

용되고 있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 기술을 적용하여 

선상의 해양 전자·장비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직렬데이터 통

신 네트워크의 손쉬운 구현을 제공하는 NMEA 2000을 기반

으로 제정되었다. IEC 61162-3은 주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메

시지(위도·경도, GPS 상태, 타 제어명령, waypoint 등)에 사

용하며, 높은 전송속도를 요구하는 응용(레이더, 전자해도, 비

디오 정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전송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표준은 ISO 

OSI(Open Systems Interconnect) 모델의 물리계층에서 응용

계층까지 적절한 모든 계층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IEC 61162-4 표준은 해양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데 사용하

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들을 정의하고 있고 프로토콜들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현 언어와 언어 사용을 위한 역

할 및 언어로서 표현되는 인터페이스 표준 집합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시험계획과 이 표준을 사용하는 장비들을 위해 요

구되는 문서 목록을 제공한다. 이 표준은 레이더, 전자해도시

스템(ECDIS), Conning 정보표시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큰 다

양한 기능적 요소들을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 레벨에서의 사용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장비 레벨(IEC 

61162-1/2/3)과 관리레벨에서의 다른 프로토콜들을 보완하고 

있다. IEC 6116-4 표준은 400(일반), 401(응용계층), 402(시

험,문서목록), 410(응용계층), 420(트랜스포트계층), 450(이더

넷 인터페이스)로 나뉘어 추진되다가 최근 450 표준만 2011년 

6월 제정되었다. 

현실적으로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물리적으로 대부분 직렬통신(RS232C/RS422/RS485), CAN 

통신, Ethernet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인터페이스 되는 데이

터의 정보로는 IEC 61162-1(NMEA 018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장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IEC 61162-1이 가장 많이 

참조되고 있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표준이며, IEC 61162-4 표

준은 네트워크와 응용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제정되

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992년부터 유럽에서 개발된 MiTS라는 

프로토콜과 MarNIS 프로젝트의 PISCES 등의 결과를 적용한 

표준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 표준화 제정현황을 보면 IEC 61162-4 

시리즈 표준은 450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되

었다. IEC 61162 표준의 시리즈별로 갖는 중요한 차이와 특징

은 Table 2와 요약되어 진다.

선박 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선박 네트워크 및 디지털 인

터페이스는 NMEA와 IEC 국제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선박 내 

각종 센서 및 엑추에이터 등의 하위필드 디바이스 들을 통합

하기 위한 필드기기 네트워크(Field Instrument Network), 선

박 내 각종 시스템 등을 접속하기 위한 선박제어 네트워크

(Ship Control Network), 선박 통합화 서버 시스템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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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ireless communication paltform model of 
ship-to-shore

합된 각종 데이터들을 각종 분석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선박

관리 네트워크(Administrative Network), 선박 내 통합화된 각

종 데이터들을 선박과 육상간 구성되는 무선통신과 위성통신

망을 통한 육상과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선박-육상 네트워

크(Ship-to-Shore Network)로 구성된다. 필드기기 네트워크

는 IEC 61162-1/2/3, NMEA-0183/2000, ISO 11898 (Cont-

roller Area Network, CAN) 등의 국제규격을 만족하며, 선박

제어 네트워크는 IEC 61162-4 국제규격을 만족한다. Fig. 2는 

디지털 선박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통합 플랫폼 표준모델 구조

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Standard model of integrated 
platform for the Digital Ship

선박-육상 통신 네트워크는 크게 선내 무선통신과 선외 무

선통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IEC 61162-3의 CAN 통신과 같

이 육상의 앞서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제표준을 활

용하여 선박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있음을 기준으로 할 때 

선박의 최근 기술 적용추세를 고려하여 각 기술별 국제표준이 

차후 표준모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박내에서 최근 도입되고 적용되고 있는 무선통신 기술로

는 선내 무선 네트워크 Wireless LAN(IEEE 802.11), 센내 센

서 네트워크용 ZigBee(IEEE 802.15.4), 장비간 근거리 통신용

Bluetooth(IEEE 802.15.1), 선내 선용품 등 재고관리용 

RFID(ISO/IEC JTC1/SC31) 등이 있다. Fig. 3은 디지털 선박의 

현재 도입되고 사용되고 있는 선내 무선통신 기술의 모델을 

나타낸다.

선외 무선통신으로 최근 도입되고 있는 무선통신 기술로는 

VHF/HF 대역에서의 디지털 통신 기술, 고속 선외통신 기술로 

제시되고 있는 WiMAX 기술 및 위성통신이 있다. 특히, VHF 

대역에서의 디지털 통신은 ITU-R M.1842-1 국제표준에서 

2008년에 해상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VHF를 

이용한 데이터 및 E-Mail 교환을 위한 국제권고안으로 광대

역 VHF와 TETRA-TEDS 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추진동향

Fig. 3 Wireless communication 
platform model in ship

과 기술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TETRA-TEDS(Terrestrial 

Trunked Network Enhanced Data Service)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7년에 해상이동업무의 선박을 대

상으로 HF 대역을 이용한 데이터와 이메일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ITU-R M.1798이 권고되었으며,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

(OFDM)과 PACTOR -III 프로토콜이 고려되어 HF 대역의 디

지털 전송방식과 채널 접속제어 방식으로 PACTOR-III 방식으

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 등의 회의에서 WiMAX 기술이 선박과 

육상간 통신방식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WiMAX 무선통신 기술

은 IEEE 802.16으로 표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Fig. 4

는 선외 무선통신 기술의 모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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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iguration of Ship's Integrated interface system

3. 통합플랫폼 연동시스템 설계 

및 구현

디지털 선박의 통합 플랫폼 연동 시스템은 디지털 선박의 

국제규격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

의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Fig. 5에 연동시스템의 구

조도를 나타내고 있다. 선박에 설치된 다양한 장비들 간의 디

지털 통신 인터페이스 규격과 연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RS232C/422/485/Ethernet 등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국제표

준의 통합플랫폼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만족하며, 선박 통합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모듈이 오작동시 자동 백업모듈로의 전

환과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의 모듈교체를 위한 핫 스왑(Hot 

Swap) 기능 등의 고신뢰도와 안정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선박의 통합플랫폼 연동시스템은 모든 통신을 관장하는 

CPU 보드와 각각의 통신버스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슬레이

브 통신보드를 갖는 구조를 가지며, 3U 표준렉으로 설계되고 

CPU 보드와 슬레이브 보드는 백플래인을 통해 최대 40Mbps

의 통신 가능한 SPI 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구조

를 갖는다. 각각의 슬레이브 보드는 보드가 삽입되는 위치에 

따라서 백플레인에 할당되어 있는 고유의 ID를 갖도록 구성하

여 보드가 렉에 삽입되고 정상적인 부팅 과정을 거친 후, 

CPU 보드에서 슬레이브 보드가 설치되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각각의 슬레이브 보드는 자신의 정보를 

CPU 보드에게 전달하여 CPU 보드로 하여금 데이터 교환 시

나리오를 수정/스케줄링 할 수 있도록 한다. CPU 보드는 

Ethernet, RS-232/422/485, CAN 통신 포트를 각각 1채널씩 

구성하여 상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선박의 통합 플랫폼 연동시스템의 전원보드는 전원오류에 

의한 시스템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렉의 양단에 각각 설치

하여 전원에 대한 이중화를 구현하였고 각각의 보드에 필요한 

제어전원을 생성한다. CPU 보드는 Fault Tolerant 제어를 위

하여 두 개를 설치하여 Heart Bit을 교환하여 서로를 감시하여 

하나의 보드가 오류가 발생하면 정상동작중인 보드가 제어권

을 취득하여 슬레이브 보드를 제어하도록 설계하였다. 직렬통

신보드는 8개의 RS-232 채널을 갖도록 구성하고, 직렬필드버

스보드는 RS-422/485 8채널을 제공하고 직렬통신보드에서 

물리적 계층만 RS232에서 RS422/485로 변경하고 보드내 

DIP 스위치를 통해 통신방식 변경이 가능하다. 

네트워크필드버스보드는 ARCNET을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보드로 최대 4채널을 가지도록 구성하며, 네트워크필드통신보

드는 CAN 통신을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보드로 8채널의 

CAN 통신 포트를 제공한다. 아날로그통신보드는 4~20mA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나 Current Loop와 같이 전류 신호로 통

신하는 장비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보드로 최대 16채널을 

갖는 아날로그 입력보드와 최대 8채널의 아날로그 출력보드

로 구성된다. 또한 선박에서 많은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는 최

대 8채널의 온도센서(PT-100) 인터페이스를 추가적으로 제공

한다. 디지털통신보드는 디지털 I/O를 통하여 통신하는 시스

템을 위한 보드로 최대 32채널의 디지털 입력과 최애 16채널

의 디지털 출력을 제공한다. 또한 추가로 32채널의 디지털 펄

스입력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통합연동 시스템의 모든 보드(CPU, 전원, 인터페이스 슬레

이브 보드)는 Hot SWAP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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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ector에서 스위치를 내장한 타입을 사용하여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도 보드의 교체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

며, 총 13개의 슬롯에 선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ig. 6은 구현된 통합연동시스템의 시작품을 보여주고 있

으며, Fig. 7은 내환경 시험을 위해 제작되어 시험운용중인 통

합연동시스템을 보여준다.

Fig. 6 Integrated interface system

Fig. 7 Integrated interface system for 
the environmental official test

 
4. 선박용 HCI 다기능 콘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기반 선박 통합플랫폼 

다기능 전용 콘솔은 선박의 자동화 및 생존성 증대를 위해 사

용되고 있는 다기능 콘솔(Multi-Function Console)을 통합플

랫폼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적용하고, 편하게 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HCI 개념이 도입된 그래픽 및 인터페이스 장

치를 갖는 미래 선박 콘솔로 정의된다. 과거 하나의 콘솔 및 

워크스테이션은 단지 할당된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구

성되어 효율성 및 생존성 측면에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

으나, 네트워크 공유기술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통합 선박 플랫폼을 기반으로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의 콘

솔에서 다양한 제어 및 감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HCI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 컴퓨터와 주고받는 모든 

행위, 또는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

며, 최근 삼성 등을 비롯한 Haptic 휴대폰 및 애플 iPod 

touch에 적용되면서 IT 제품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HCI 기반의 다기능 콘솔은 크게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

어 설계로 분류 할 수 있다. 하드웨어 설계로서의 HCI 다기능 

콘솔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서로부터 정보(레이다 

정보, 소나정보, 엔진 상태 정보 등)를 받을 수 있는 연동시스

템, 정보를 표시하고 터치로 입력까지 가능한 LCD 디스플레

이 모듈, 키보드, 마우스, 트랙볼, 페달과 같은 입력장치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적인 설계로서 HCI 다기능 콘솔

은 연동시스템 모듈을 제어하는 프로그램과 열악한 선박 운용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HCI 처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멀티 

터치 제어를 위한 터치 제어 프로그램, 사용자 인증, 자동 잠

김 기능 등의 부가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Fig. 8 Conceptual diagram of multi-function console 
with HCI for the Digital Ship

다기능 콘솔은 사용자의 운용 패턴 및 선박이라는 특수한 

운용 환경에 최적화된 인체공학적 설계가 필요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부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모

듈화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악한 선박 운용 환

경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콘솔 조작을 위해서는 멀티터치를 지

원하는 LCD 장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환경에 따

라서 편리하고 다양한 운용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입

력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HCI 다기능 콘솔은 모니터를 입력 장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인터페이스의 설계가 필요하며,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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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설계는 HCI 다기능 콘솔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HCI의 3대 원칙인 유용성, 사용성, 

감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김진우, 2008]. 유용

성의 원칙에 따라 HCI 다기능 콘솔 인터페이스는 많은 기능들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어야 하며, 사용성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HCI 다기능 

콘솔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을 표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성의 원칙에 따라 개발자가 의도한 정서나, 미적 요소를 선

박시스템이라는 특성을 살려 표현해야 한다.

Module Item Specification and function

입출력 

모듈

Main LCD

· 20~24 inch multi-touch panel

· Information display and 

multi-touch input

Small size 

Sub LCD

· 7~15 inch multi-touch panel

· Shortcut menu

· Gesture recognition

Large size 

Sub LCD

· 20~30 inch panel(optional: 

multi-touch)

· Information display

Input 

Device

· Keyboard, Track ball, Joystick, 

Pedal

Sensor
· RFID, Fingerprint recognizer, 

Accelerometer

Etc.
· Web camera, Microphone, 

Speaker

통합 

제어 

처리 

모듈

Computer

· State-of-the-art

· OS: Windows 7, Linux

· main process

· HCI graphic handling

통합

연동

시스템

· 선박통합플랫폼 표준 모델 기반

· Serial/Ethernet/CAN interface

· 선박장치시스템 통합 연동

Console 

Rack

· Ergonomic design, Split-design

· Low noise design

Table 3. Conceptual hardware design

본 연구에서는 HCI 기반의 다기능 콘솔에 대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념설계를 수행하였고[한정희 등, 2010], 선원

(운항자), 개발자, 선급, 해군 등을 대상으로 약 10여명의 전문

가 인터뷰와 약 60여명은 설문조사(조선협회)를 통해서 HCI 

다기능 콘솔의 사용자 요구조건 분석을 수행하였다[한정희 

등, 2011]. HCI 다기능 콘솔의 하드웨어 개념설계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4에는 소프트웨어 개념설

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Module Item Specification and function

HCI 

그래픽 

처리

터치 제어 

라이브러리

· 클릭, 커서 이동,

· 멀티터치: 화면 확대, 화면 회전, 

드래그

· 제스처 인식 명령 실행

항만시설물 

정보

· 증강현실 개념을 적용한 복합 

지리정보 제공

사용자 

동작인식

·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여 

명령 수행

다기능 

콘솔 

제어 

및 

관리

사용자별 

맞춤 정보

· 레벨에 따른 정보 접근 제한

· 사용자의 직책에 따른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

· 사용자의 숙련도에 맞춤화된 

화면 구성

항법 

프로그램
· 테이블형 통합 항해 소프트웨어

자동 밝기 

조절

· 주변 밝기에 따른 디스플레이 

화면밝기 조절

자동 잠김 

기능

· 해상 상태를 고려하여 열악한 

운용환경에서 HCI 기능 자동 잠금

Table 4. Conceptual software design

본 연구에서는 구현 가능한 HCI 다기능 콘솔을 설계하여 

제작하였으며, Fig. 9와 같은 콘솔의 외형과 운영개념을 도입

하여 제작설계를 수행하였다. 멀티터치 LCD는 시장에 공급되

고 있는 제품수급을 고려하여 23인치를 선정하였으며, 동일한 

크기의 보조 LCD와 7인치의 보조 터치패널을 적용하여 기본

적으로 터치스크린을 통한 정보입력과 출력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기존의 키보드와 트랙볼의 입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 상단의 디스플레이부가 슬라이딩되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Fig. 9 Operating concept of HCI 
muliti-function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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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입출력모듈로는 키보드, 트랙볼, 지문인식장치, 

웹카메라, 마이크로폰, 스피커를 부착하였으며, 운용컴퓨터, 

통합연동시스템, UPS가 하단부 19" RACK에 마운팅되도록 하

였다. Fig. 10은 수동으로 슬라이딩되는 구조의 1차 시작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1은 자동 슬라이딩 구조를 적용한 2차 

시작품을 보여준다. HCI 콘솔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는 상용의 C++ Builder에서 제공하는 터치 라이브러리를 이

용한 제스처 인식명령을 구현하였으며, 사용자 레벨에 따른 

정보접근 제한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별 맞춤정보와 해상

상태를 고려한 HCI 자동 잠김 기능을 구현하였다. 

Fig. 10 1st HCI console

Fig. 11 2nd HCI
console with auto
sliding structure

5.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시스템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시스템은 국제규격 기반의 디지털 선

박의 통합플랫폼에 연동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통합 운영관

리를 위한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통합 DB, 

Logging, Event Log, 감시 및 이력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본 연구에서 구현된 연동대상장비 범위는 선박 알람감시시

스템(Alarm Monitoring System, AMS), 선박추진제어시스템

(Bridge Maneuvering System, BMS), 선박전력관리시스템

(Power Management System, PMS), 선박화재경고시스템

(Fire Alarm System, FAS), GPS, 선체응력계측시스템(Hull 

Stress Monitoring System, HMS), 당직자모니터링시스템

(Watch Monitoring System), 선박통합항해시스템(Integrated 

Navigation System, INS)으로 이뤄지고 있다. Fig. 12는 운영

관리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Fig. 12 Configuration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n integrated ship platform

클라이언트에서 동작되는 운용관리 시스템은 AMS에 대해

서는 Water Ballast 감시, Pump 제어상태 감시, 시스템 

Lay-out 및 동작상태를 보여주며, BMS에 대해서는 추진기의 

동작상태를 PMS에 대해서는 전력관리상태정보를 보여준다. 

FAS에 대해서는 선내 각 구역별 화재감시상태를 HMS에 대해

서는 각 선체위치별 응력상태 값을 보여준다. WAS에 대해서

는 당직자모니터링 시스템의 요소별 상태정보를 INS에 대해

서는 INS에 연동되는 주요 장비에 대한 상태정보를 제공한다. 

Fig. 13은 구현된 통합플랫폼의 운영관리 시스템의 GUI 화면

을 나타낸다. 

6. 디지털 선박의 실증시험 환경 구축

 
디지털 선박의 실증시험 환경은 육상에서 선박과 동일한 

장비와 환경을 의미하며, 본과제에서는 협의의 의미로 타 세

부과제를 통해 개발된 운항지원 플랫폼과 추진제어 플랫폼을 

통합 연계하여 선박과 같은 환경을 구축하고 선박에 탑재되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연동 및 호환성 등을 평가․분석 수

행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정의한다. 

실증시험 환경은 연구원에서 2005년까지 중기거점사업으

로 수행을 통해 확보된 결과물(통합항해시스템(INS), 선박자

동식별장치(AIS), 선박용 블랙박스(VDR), 선박전력관리시스

템(PMS), 선박알람경고시스템(AMS), 원격 해양환경처리 시

스템(MEIS) 등을 활용하고,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운항지원 

플랫폼과 추진제어 플랫폼을 통합하여 디지털 선박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증시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

에 폭 7.3m 길이 28m의 공간을 2011년에 확보하였으며, Fig. 

14와 같이 조타실(Bridge), 중앙제어실(CCS), 엔진룸의 선박

공간과 육상관제실로 구분되어 있다. 선내 네트워크와 선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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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선외 무선네트워크는 무선 전

송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QoS 라우터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

동통신, VHF/MF/HF 등의 해상통신, 항만에서의 무선 LAN,

Fig. 13 Implemented GUI figures

 위성통신 등의 다양한 무선통신 속도를 제한하여 육상에서

의 한정된 무선통신 채널에서의 관제에 대한 운용을 가능하

게 하였다. 

선박환경과 달리 육상은 모든 장비와 센서 등을 확보하여 

연결하는데 제약이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모의신호로 생성하여 제공하기 위한 모의신호

생성장치가 필요하며 본 과제에서는 XP-8000 장비를 이용하

여 필요한 신호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Fig. 16은 통합항해시스템(INS)을 구동하기 위해서 항

로를 따라 항해하는 항로 관련 정보를 생성하여 통합항해시스

템에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의 구현화면을 나타내며, Fig. 16은 

신호생성시뮬레이터 내부의 입출력모듈에 대한 환경설정 GUI

를 나타낸다.

Fig. 14 Layout of ship's LBT(land based test-bed)

 Fig. 17은 LBT 구축을 위해 확보되어 있는 시스템과 장비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실증시험 환경에서 실제 장비가 운용되기 위해 필요

한 신호를 얼만큼 연동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국제표준 

규격을 만족하는 인터페이스의 비율분석 및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되는 비율 등을 추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성능평가 분석

툴이 설계되어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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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GUI of navigation simulator

Fig. 16 Configuration GUI of ship simulator

Fig. 17 Component for ship LBT

7. 결 론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으로 ‘09년

부터 ’11년 5월까지 수행한 디지털 선박의 통합 플랫폼에 대

한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그 내용으

로 국제규격 기반의 표준화된 통합 플랫폼 표준모델 수립, 선

박 통합 플랫폼 연동 시스템 상세설계 및 구현결과, HCI 기반

의 선박통합 다기능 콘솔 개념설계 및 구현결과, 통합플랫폼 

기반의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내용, 디지털 실증시험 환경의 

구축내용을 기술하였다. 특히 통합연동시스템은 내환경시험

(진동, 온습도 등의 9종의 신뢰성시험, EMI/EMC)을 통해 신뢰

성을 입증하여 제품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이 완료되었다. 

향후 연구계획으로 타 세부과제(운항지원 플랫폼, 추진제어

플랫폼)의 연구성과물을 실증시험공간(LBT)에서 통합연계하

고 선박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도록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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