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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

화되면서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모바일 기반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IEEE802.11 그룹의 2.5GHz/5GHz 

대역 WI-Fi 기반 무선 네트워크의 설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그러나 해상 구조물의 밀폐된 구조 및 두꺼운 철판 

격벽 등의 복잡한 구조는 전파 장애로 인하여 무선 통신 사

용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Fi 기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표준 토폴로지 설계를 통하여 선박에 무선 네

트워크를 설치하여 구현한 내용과, 승무원, 승객에게 보다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Wi-Fi 기반 응용 기

술 및 국산 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내용을 기술하였다. 아울

러 해양 구조물의 두꺼운 철판 격벽 등의 복잡한 구조에서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 

기술을 제안 하였다. 선박 내에 인터넷 기반 통합 네트워크

를 구현하는 것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만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주문 생산

형 산업인 조선해양 산업의 특성상 첨단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 및 네트워크 장비가 필

요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선주사의 요구가 적었다는 점

에서 전반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신기술을 적용한 새

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심 부족과 원가절감에 대한 조선

사의 노력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조선해양 

산업의 호황에 따라 건조하기 쉬운 조건으로 선박 수주를 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동안 선박 운용의 효율

성 및 안정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제안 되었

으나, 승무원 및 승객 측면에서 해상환경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시도는 비용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선주사가 운항중인 선박을 육상

에서 원격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선

박의 명품화 관점에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Information & Entertainment)를 구비한 선박의 제조가 조선

해양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상 구조물(선박, 해양 구조물)의 통신 네트워크 트

렌드는 융합(Convergence)과 통합(Integration)에 있으며, 이

러한  트렌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인터넷의 발달과 보편

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확대 

및 Inmarsat 장비의 발달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FPSO, Drillship, Platform 등 해양 플랜트 분

야에서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 네트워크 및 인포테인먼

트 부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괄목할 만

한 것은 해양 플랜트분야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Wi-Fi(Wi

-reless-Fidelity)기반 무선 네트워크 및 VoIP(Voice over 

IP) 전화 시스템의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

상에서도 IP 기반의 네트워크가 보편화되는 초기 현상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CAS(Communal Aerial 

System), 위성 TV, 화상회의 및 Master Clock 시스템까지 

IP 기반으로 통합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이미 해상용 스마트폰

을 런칭하는 기업도 등장하였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조선, 

해양 분야 ICT 전문 월간지 Digital Ship은 영국의 한 업체에

서 LTE(Long Term Evolution)통신 서비스를 해상에 개시한

다고 보도하였다. 상기와 같은 해상 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

화는 선박 건조 시 육상과 비슷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과 인

포테인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기반 선내 통신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선주사가 증가하는 추세를 가져왔다. 그리

고 Inmarsat은 5세대 위성 Global Xpress 서비스를 2014년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Global Xpress 서비스는 다운

로드 속도 최대 70Mbps까지 구현되어 유무선 통합 선내 통

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Fi 기반 해상용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 및 플랫폼 구현를 통하여 선주

사와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육상에서 해상 구조물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제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선내 통신 시스템 구현을 목

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Fig. 1의 해상 구조물 ICT 관련 계통도에서 선

박통신기술 ․ 선내 네트워킹 시스템 기술 중 선내 통신 기술

에 관한 연구이며, 육해상 통신 시스템과 연동기술도 포함하

고 있다. 선박 내 통신망을 유무선으로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스마트화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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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essel, offshore unit ICT technology 
diagram

Table 1 ISO16425 network guideline

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음성 및 영상과 같은 실시간 데이

터의 효과적인 처리가 필요하여 QoS(Quality of Service)기

술, 통합 호 처리 기술, 무선 Hand Over, Relay 기술, 

AP(Access Point) 최적화 위치 선정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연구 하였다.

연구는 선종별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 

Wi-Fi 기반 무선 통신 기술 개발, IP 기반 선내 통신 국산 

장비 개발 및 Wi-Fi 기반 컨텐츠 개발에 관한 내용에 중점

을 두었으며  국내외 연구개발 내용 및 표준화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2. 본 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추진에 따라 선내통신 분야도 ICT 기술을 접

목 시키는 방안에 많은 관심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자통신연구원에서 SAN(Ship Area Network)기술의 

표준화 제안 후 선박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성, 생존성 

및 백본 안정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기존의 연구들은 선박의 항해통신 장치, 기관 장치 등을 

통합하는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박을 건조할 때 고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INS(Integrated 

Navigation System), AMS(Alarm Monitering System) 등 각

각의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은 공급사에서 설계하여 

구축하고 있어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성

을 조선소(Builder)에서 설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

든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각 장치들의 유선 통합

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선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INS, AMS 등의 통합 

모니터링의 구현은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모

니터링까지는 할 수 있으나, 각 장치의 동작 및 제어에 관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장치와 연결하는 네트워크 설계에 

관한 연구 보다는 기본 네트워크(일반적으로 Computer 

Network System이라 함)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가 목표이다. 이러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구현을 통하

여 해상 구조물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2.1. 통합 네트워크 표준화 내용

선박 내의 IT와 네트워크와 관련된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

는 ISO16425(ISO TC 8 SC 6 WG 16)에서 최근 선박의 네트

워크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ISO16425에서

는 IEC TC80에서 정의하고 있는 항해 네트워크를 제외한 

엔진과 다른 선박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1).

Guideline Remark

Ethernet Installation
- 장치들과 케이블의 ID 정보
- 제조사,모델,IP주소,포트정보
- 각 장치들의 Password 정보

Convergence 
Network

- Captain Officers Office,Mess
- Captain Officers Day Room
- ECR, ER, CCR, Cargo, Field
- Redundancy, VPN

Network Monitoring
- SNMP,MIB, ICMP
- Network Traffic, Condition
- Alarm 

XML Data Transfer - TCP/IP based Transfer

Security
- Remote Access
- VPN, FTP, HTTP

  

제안된 주요 내용은 선박 장치들에 대한 이더넷 기반의 

통신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한 표준안으

로, 설치를 위한 온도, 습도,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내용과 장

치들을 관리하기 위한 케이블의 ID정보, 제조사, 모델, IP주

소 및 포트 정보와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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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r topology network schema

합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거주구와 

ER(Engine Room), Cargo, On-Board(갑판)의 통합 네트워

크 설치에 대한 표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이중화

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은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를 통한 상태 정보 파악과 각 장치들은 MIB(Management 

Information Message) 또는 MIB-Ⅱ지원이 가능한 장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SNMP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과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 발생시 

Alarm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ISO16425의 가이드라인은 GL(독일선급협회, 

Germanischer Lloyd SE)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2013년 8

월 1일부터 Complex Data Network(These Guidelines are 

to be applied to data networks installed onboard ships 

or offshore platforms which are integrating two or more 

application systems, of which one or more are related to 

Classification, e.g. navigation and automation systems) 조

항에 의거 Type Approval 및 Document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ISO16425와 GL의 표준화 가이드라인은 해상 

구조물에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를 통한 각 장치 정보의 모니

터링과 안정적인 제어 및 케이블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CT 기술의 발전 추

세에 따라 해상 구조물에서 IP 기반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2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해양 플랫폼과 작업 지원선(OSV, Offshore 

Support Vessel)등 200명 이상이 승선하는 해상 구조물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는 선박은 표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응용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으며, 선원들에게 언제, 어디서

나 실시간의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

었다.

해상용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는 IP기반 

CCTV, Telephone 등 고정되어 있는 디바이스 약 500유저 

및 모바일 디바이스 약 300유저의 접속을 가정하여 설계하

였다(Fig. 2). 일반적으로 해상 구조물에는 Computer Room

이 마련되어 있어 Computer Room에 백본(Backbone) 스위

치를 설치한다. Deck에 설치하는 Distribution 스위치와 무선 

AP(Access Point)연결은 향후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여 네트

워크 트래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로 구성하였다. 네

트워크 구성 방식은 크게 버스 토폴로지, 링 토폴로지, 스타 

토폴로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TV, IP 

Camera 등 영상 전송에 보다 넓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

는 스타 토폴로지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Wi-Fi기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와 IP

기반 디바이스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단 및 소프트웨어 업

그레이드 등 유지보수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세부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re(Backbone) Switch

백본 스위치는 스타 토폴로지 네트워크 구성 방식에서 

Voice, Data, Media 등의 패킷이 원활하게 전송될 수 있도

록 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의 핵심이다. 따라서 각 디

바이스의 대역폭을 산출하여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하는 트래픽 분산 기술이 요구된다. 

Fig. 2의 디바이스 설치를 기준으로 IPTV, CCTV, Tele-

phone 등 각각의 디바이스 대역폭을 산출하였으며(Table 2), 

5.4Gbps의 총 대역폭이 요구되지만 실제 적용하면 산출한 총 

대역폭의 50%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백본 스위치

는 Table2의 대역폭을 충족하는 스위치로 구성하면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네트워크 다

운에 대비하여 동일 사양의 백본 스위치로 이중화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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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ach device bandwidth calculation

Table 3 Each device bandwidth calculation

Table 4 IEEE802.11 Progress

Service Situation Bandwidth

IPTV

All the TV on the rooms are 
synchronized with a different 
channel. The bandwidth for 
each channel is 8Mbps 

(HDTV 720 x 480)

200 x 8Mbps 
= 1,6Gbps

Mobile
IPTV

Mobile IPTV is bandwidth 
intensive hence a minimum 

bandwidth of
3Mbps

200 x 3Mbps 
= 600Mbps

CCTV
20people (estimation) in the 

offices are watching the CCTV
20 x 8Mbps 
= 160Mbps

Internet
Using the maximum capacity 

of the link
5Mbps

Voice
All the 200phones(estimation) 

are calling

90kbps x 
200 

= 18Mbps

Local 
servers

8servers(estimation) are used at 
full capacity  

5 x 300Mbps 
= 2,4Gbps

■ Distribution Switch

 Distribution 스위치는 백본 스위치와 광케이블로 연결되

며 각 데크에 설치되어 Office, Cabin, ECR, ER, CCR 등에 

설치되어 있는 PC, IP Phone, IPTV, IP Camera, IP Clock 

등과 중간 연결 장치 없이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하였다. 전

원과 데이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PoE(Power over 

Ethernet) 스위치를 적용하여 설계 하였다. 해상 구조물의 

모든 사용자들이 각각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산출하였다 (Table 3).

Service Situation Bandwidth

IPTV

All the TV on the rooms are   
synchronized on a different 
channel. The bandwidth for 

each channel is 8Mbps (HDTV 
720 x 480). We suppose an 

average number of 25 
rooms/offices plugs  

connected to each distribution 
switch

25 x 8Mbps = 
200Mbps

Mobile
IPTV

Mobile IPTV is bandwidth 
intensivehence a minimum 

bandwidth of 3 Mbps. 

50 x 3Mbps = 
150Mbps

CCTV
20 people (estimation) in the 
offices are watching the CCTV

20 x 8Mbps = 
160Mbps

Internet
Using the maximum capacity 

of the link
5Mbps

Voice
All the 25 phones (estimation) 

are calling
90kbps x 25 
= 2,3Mbps

Local 
servers

Access to local servers 
(10Mbps for each user)

25 x 10 = 
250Mbps

Distribution 스위치에 연결되어 각 Deck에 설치되어 있는 

IP Phone, IP Camera, IPTV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동시 접

속 유저수를 예상하여 산출한 총 대역폭은 738Mbps이다. 일

반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사용하는 Distribution 스위치는 48

포트, 24포트 제품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일반

적으로 88Gbps의 대역폭과 업로드 1Gbps대역폭의 사양으

로, 최대 1,000m 전송을 할 수 있어 최악의 조건 및 최대 

대역폭을 사용 하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 Wireless Network

본 연구에서는 IEEE802.11 그룹의 근거리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기술인 Wi-Fi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

로 해상 구조물용 무선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설계 하였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Wi-Fi 무선 통신

기술은 유무선 융합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3G, LTE 등 광대

역 무선 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의 기능적 역할이 

인정되었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데이터 수요의 증가

는 Wi-Fi 네트워크의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근거리 무선 통

신 수단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Wi-Fi 무선 네트

워크는 현재 100Mbps~600Mbps까지 대역폭과 Mimo 기술

을 적용한 IEEE802.11n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Item Year Bandwidth Spectrum

802.11a 1999 54Mbps 5.8GHz

802.11b 1999 11Mbps 2.4GHz

802.11g 2003 54Mbps 2.4GHz

802.11n 2007 600Mbps 2.4/5GHz

802.11ac ~ 2014 6.9Gbps 5GHz

IEEE802.11 무선 통신 기술은 802.11ac에서 Gbps까지 실

현 가능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인 Gbps 수준의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더 멀리 보내기 위한 

802.11af,ah 기술 및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802.11ai 

기술도 개발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Table 4).

상기와 같은 IEEE802.11 그룹의 Wi-Fi 무선랜 기술을 해

상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상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통

신 장비와 주파수 중복을 검토 하였다. 대부분의 통신 장비

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주파수 중복에 대한 

문제는 해소 하였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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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rvey of vessel equipment wireless 
frequency

Fig. 3 Wi-Fi network vessel test schema 

주파수 사용장비 사용내용 

518kHz 협대역
직접인쇄전

신   

해사안전정보의 
조정된 방송 및 자동수신 

1605~4000kHz 해사이동업무 

2182kHz 

무선설비   

조난 주파수 당직 수신기 

2187.5kHz 
DSC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무선 설비 

4000~27500kHz 무선전시, 직접인쇄전신 

4207.5kHz 조난 및 안전 DSC주파수 

6312kHz 조난 및안전 DSC주파수 

8414.5kHz DSC청취 

9300~9500kHz 

레이더   

  

12577kHz 조난 및 안전 DSC 주파수 

16804.5kHz 조난 및 안전 DSC 주파수 

121.5MHz 
항공 주파수를 사용하는

쌍방향 무선통신 

123.1MHz 
항공 주파수를 사용하는

쌍방향 무선통신 

156~174MHz 해사이동업무 

156.525MHz 

DSC*

조난경보송신 

156.300MHz~
156.800MHz 

무선전화 

406MHz 극궤도위성업무 

1.6GHZ 정지궤도위성업무 

9GHz 
레이더

트랜스폰더 
  

* Digital Selective Calling

해상 구조물에 무선 네트워크 적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여러 기관에서 수차례 진행 되었으나, 철판 격벽 등의 이유

로 부정적인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해양 플랫폼의 작업

장 또는 철판 격벽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해군 전투함은 무

선 네트워크 구성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어지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상 구조물은 무선 전파가 통과할 

수 있는 틈새가 있어 Wi-Fi 기반 무선 네트워크의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구의 경우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일자형 복

도를 가진 구조에서는 AP 한 대로 Deck를 커버할 수 있으

며, LNGC와 같은 네모 형태의 복도를 가진 구조는 두 대의 

AP로 Deck를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ER, ECR, CCR 구역

은 AP 한 대로 각각의 구역을 커버 할 수 있다. 갑판 구역

은 무지향성 안테나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무지향성 안테나는 선박이 항구에 정박 시 육상과 무선 통신

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상 구조물은 전파를 차단하는 장애물

이 많이 존재하여 AP 한 대의 커버리지는 반경 20m로 설정 

하고 최대 사용자는 25유저로 설정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각 Deck에 설치되는 AP는 Distribution 스위치와 

Cat'7 랜 케이블로 연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증

가에 대비하여 설계하였다. 상기와 같은 Wi-Fi 기반 무선 네

트워크 구축은 이미 수차례의 육상, 실선 실험을 통하여 실

선에 적용하고 있다.

 

Fig. 3은 실선 시험 구성도이며, Table6은 시험 결과표로 

선박의 거주구, ECR, ER, CCR 및 갑판 등에서 무난히 

Wi-FI 네트워크가 구현됨을 알 수 있다.

구 분
FTP Traffic(Mbps)

Navi Captain Room1st Room2st

Wireless 
Laptop

52.8 53.1 47.7 46.5

54.1 54.1 48.5 45.9

53.2 53.4 47.5 46.9

Average 53.3 53.4 47.9 46.4

Wireless 
IPTV

40.4 41.5 36.8 35.9

41.3 40.7 37.2 35.1

40.6 41.9 37.3 35.3

Average 40.6 41.3 37.1 35.4

Table 6 AP Traffic Test Results

일반적으로 Wi-Fi 네트워크는 인터넷 접속은 유선 네트워

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IPTV, IP Camera 

등 영상 전송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IPTV, IP Camera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 영상 전송 분야까지 구현하도록 설계하였다.

■ Cabling Requirements

 백본 스위치와 Distribution 스위치 연결은 일반적으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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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rength & Weakness Comparison

Fig. 4 Computer room rack architecture

Table 8 Equipments BTU calculation sheet

케이블을 사용한다. 광케이블은 동축케이블과 비교하여 데이

터 손실이 적고 데이터 전송 시 고 신뢰성을 보장하며 대용

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1Gbps 또는 10Gbps의 대역

폭을 갖고 있다. Distribution 스위치와 각 Cabin에 설치하는 

장비는 Cat'7 랜 케이블로 연결하며 1Gbps의 대역폭으로, 광

케이블과 Cat'7의 장단점은 Table 7 과 같다.

Fiber optic Cat'7

장점

wide bandwidth wide bandwidth

Transfer a large 
amount

low cost

Non-Electrical 
interference 
occurs(EMI)

Easy to install

Large installation 
in tight spaces

Compatibility and 
Flexibility

no limit
to the length of 

use

Max 90m(on the 
shipboard)

약점

Highly 
relevant materials

Use / laying length 
limitation

(Max. 90m)

Difficult to install
Electrical interference 

occurs

Weak shock Weak security features

  

해상 구조물에 사용하는 데이터 케이블은 ISO/IEC에서 권

고하는 "ANSI/TIA/EIA-568"의 표준 케이블로 포설해야 한다. 

백본 스위치와 Distribution 스위치 연결은 패치 판넬의 광커

넥터에 8코아 멀티모드 50/125 OM3 케이블을 적용하였으

며, 10Gbps의 대역폭으로 최대 300m까지 연결이 가능하도

록 구성하였다. Distribution 스위치와 각 Cabin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연결은 Cat'7 케이블 연결을 위하여 GG-45 플

러그를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 Computer Room General Requirements

Computer Room은 서버, 네트워크, TV 렉이 설치되는 장

소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하드웨어는 

온도, 습도에 민감하여 하드웨어의 정상적인 작동과 수명 연

장을 위하여 25℃ 이내로 Computer Room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Computer Room에 여러 대의 렉이 

설치될 경우 별도의 에어컨디셔너와 습도 조절기 설치를 제

안한다 (Fig. 4).

해상 구조물에서 각 장비를 동작하는데 소요되는 열량

(BTU, British Thermal Unit)산출도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

구에서는 400W 서버 용량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각각의 장

비에 대한 BTU를 산출하였다 (Table 8).

Network  Q.ty  BTU  Remark 

UPS 1 1603 Network

Switch-Backbone 1 1568 Network

Server 1 1364 Network

Wireless Controller 1 392 Network

VoD Server 1 1364 IPTV

CAS Server 1 1364 IPTV

Satellite TV Server 1 1364 IPTV

Encoding Server 1 1364 IPTV

NAS Storage 1 2500 IPTV

UPS 1 1603 IPTV

VoIP Exchanger 1 1391 VoIP

Server 1 1364 IP CCTV

Server 1 1364 IP Clock

■ Local Room Connection

 Cabin, Offices, Public Area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네

트워크 구성은 Distribution 스위치와 Cat'7 랜 케이블로 바로 

연결하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Cat'7 케이블 또는 두 개의 케

이블을 GG-45 플러그에 연결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설

계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전화 케이블, CAS 케이블, TV 

케이블 및 CCTV 케이블이 포설이 필요하지 않아 케이블 절

감 및 케이블 포설 작업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 GG-45 

플러그에서 IP Phone을 우선 연결하고 PC, IPTV 등은 IP 

Phone에 연결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IP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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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cal room connection architecture

Laptop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은 Wi-Fi 무선 네트워크를 이

용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구간 네트워크 다운에 대

비한 이중화 기능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5).

2.3 All-IP 기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구현

2.2.에서 설계한 해상용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토폴로지 

환경에서 해상 구조물의 열악한 통신환경을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AP 위치 선정 최적화 

프로그램과 Wi-Fi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장비 사용의 최

적화를 위한 장비를 개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Wi-Fi 기반 기술 개발

■ AP 위치 선정 최적화 프로그램

Fig. 6 Access Point optimized program

Wi-Fi 기반 무선 네트워크에서 AP의 기능이 전체 시스템

의 안정화 및 확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P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AP 기반 무선 송수신 위치 선정 최

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ig. 6).

AP기반 무선 송수신 위치 선정 최적화 프로그램은 서비

스 대상 공간에 최소의 AP를 설치하여 Wi-Fi 음영지역을 최

소화하기 위한 AP의 물리적 위치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송수신 요소에 따라서 AP의 무선신호를 수신 

할 IP 디바이스의 설치 위치를 최적화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은 다수의 선실 수와 선실을 연결하는 복도의 길이 및 선실

과 복도로 구성되는 Deck의 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선실 데이터 입력단계가 있고, 각 선실의 도어 형태와 도어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어 데이터 입력단계가 있

다. 도어의 형태는 방화벽으로 구성되는 방화벽 도어, 도어 

밑에 환풍구가 형성된 환풍 도어 그리고 도어 밑에 환풍구가 

형성되지 않은 밀폐 도어 중 어느 한 형태로 구분된다. 

Deck에서 AP가 설치되는 위치에 대한 설정데이터가 입력되

도록 하기 위한 AP 설정단계와, 선박 Deck 및 AP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된 후 각 선실의 무선신호 수신 안정도 계산을 

실행하여 연산되도록 하기 위한 안정도 연산단계 있으며, 안

정도 연산단계에 의하여 연산된 각 선실의 무선신호 수신 안

정도가 디스플레이어에 각 선실별로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안정도 표시가 결과 창에 표시 된다.

철판 구조로 이루어진 해상 구조물의 특성을 감안하면 AP

기반 무선 송수신 최적화 프로그램은 IP기반 장비들의 신규 

설비 및 새로운 기종의 도입 등 설치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선

박 설계 시 각 Deck 및 선실 등의 구성에 따라  AP 최적화 

위치를 미리 선정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추가 장비의 설치 없

이 무선 환경에서 Seamless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 n-Signal(Wi-Fi 기반 신호 수집 및 변환, 전송 장치)

 n-Signal은 RS422 혹은 RS485 시리얼 신호를 이더넷 

신호로 변환하고 전송할 목적으로 개발한 장비이다 (Fig. 7). 

9개의 독립적인 NMEA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 할 수 있으

며 RS422을 이용해서 NMEA0183 출력이 가능하고 10/100

BaseT Ethernet 출력과 RS232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이 

장비는 Wi-Fi 모듈을 내장하고 있어서 회선을 추가 매설하

지 않고도 원하는 항해 통신 장비나 각종 장치의 신호를 이

더넷으로 전송 할 수 있다. 따라서 Wi-Fi 기반 무선 네트워

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케이블 포설 없이 연결이 가능한 장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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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Signal / n-Gateway picture

■ n-Gateway(Wi-Fi 기반 신호 수집 및 변환, 전송 장치)

 n-Gateway는 Wi-Fi 기반 Hub, Settop Box 기능 및 

PoE 기능이 내장된 복합 Gateway 장비이다 (Fig. 7). IEEE8

02.11b/g/n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통신 속도는 최고 200Mbps

까지 구현되며 1개의 무선 포트와 3개의 PoE/RJ45 이더넷 

포트를 탑재하였다. 또한 셋톱박스가 내장되어 있어 모바일 

기기에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즉 유선 셋톱박스 기능, 무

선 AP 기능과 유선 허브 기능을 내장한 다기능 Gateway이

며 같이 유저수가 많은 무선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다.

■ n-Sensor(Wi-Fi 기반 Fire, Smoke, 온도, 습도 센서)

 n-Sensor는 Wi-Fi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

에서 Fire, Flame, Smoke, Gas 센싱과 온도, 습도를 센싱하

여 무선으로 전송하는 센서이다. IEEE802.11b/g/n을 수용할 

수 있는 무선 모듈을 탑재하였고, NMEA0183 프로토콜을 적

용하였다. Wi-Fi 무선통신 환경의 센서에서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메시지 형태로 작성하고 UDP 형식으로 

무선 AP를 통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Fig. 8).

Fig. 8 n-Sensor vessel testing picture

2.3.2 Wi-Fi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 MIPs

 MIPs(Marine Monitoring & Maintenance for IP Products)

는 해상 구조물의 네트워크 장비 및 IP기반 디바이스를 원격

에서 상태 모니터링, 진단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이다 (Fig. 9). 통합 관리 대상은 

Switch, Router, Access Point 등의 네트워크 장비와 IP기반 

디바이스(Server, PC, Phone, CCTV, Clock 등)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AMS, IBS 등 항해, 기관 장비 관리도 

할 수 있으며, 백신 업그레이드와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프트

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SNMP 프로토콜

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IP 디

바이스관리는 SNMP 또는 ICMP 프로토콜을 적용하였다. 네

트워크 또는 IP 디바이스에 이상 징후 발견 시 Web 및 모바

일 기기에 Alarm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9 MIPs screen capture

■ n-Display(웹 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Fig. 10 n-Display screen capture
  

   n-Display는 웹기반 선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

자해도, Conning, AMS, VDR, AIS등 선박용 정보 시스템이 

개별적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Fig. 

10). n-Display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Navigation : 전자

해도 기능으로써 Auto Pilot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과 

Conning을 수용한다. 2) Machinery : 엔진과 제너레이터 등 

기계장치에 장착한 센서로부터 발생한 정보를 각종 게이지와 

수치 형태로 표현한다. 3) Alarm : AMS 장비로부터 알람 정

보를 전달 받아서 장비의 이상 유무를 표시하고 로그를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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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n-Sensor : Cabin이나 카고 홀더 등 선박 내 주요 

지점에 센서를 부착하여 온도, 습도, 연기 발생유무를 확인

하고 필요시 사진을 촬영한다. 5) Tanks : 밸러스트 탱크와 

연료 탱크에 남아있는 물과 연료의 양을 표시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6) CCTV : 선내 주요 지점에 장치한 CCTV를 모니

터링 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n-Signal은 각종 장비에서 발생

하는 신호를 변환하여 무선으로 분배하는 기능이 있어 Wi-Fi 

네트워크 환경에서 별도의 케이블 포설 없이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

■ 컨텐츠 개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

기 위한 컨텐츠 개발은 다음과 같다. 1)VoIP based Automa-

tic Exchange Telephone System : 스마트폰과 인터페이스 

가능한 FMC(Fixed Mobile Communication) App 개발, 전화 

단말기 LCD 창에 날짜 변경선 통과 시 시각 자동 보정 프로

그램으로 현재 시간 표현 기능 구현, 카카오톡 형태의 메시지 

기능 구현, 선박, 해양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과금 시스템 구

현. 2) Wi-Fi based Master Clock : Web 및 Mobile 기기에 

현재 시간 표현 기능 구현, 운항하는 선박의 현재 위치/거리/

시간/날씨/Alarm 및 공지사항 표현 기능 구현 3)Smart App : 

IP based CCTV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n-Display 기능 구현. 

4)Web 및 Mobile 기기에서 CAS/IPTV/VoD 통합하여 n-Screen 

형태의 기능 구현 (Fig. 11). 

Fig. 11 n-Screen system diagram & screen capture

2.3.3. IP 기반 국산 장비 개발

■ VoIP based Automatic Exchange Telephone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은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해상 

환경 및 선급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IP기반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여 시스템을 상용화하였다 (Fig. 12).

 

Fig. 12 VoIP telephone final products

염분, 진동 등 해상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VoIP 단위 모듈을 설계 하였다. 특히 

VoIP 터미널 블록, 시그널 변환 게이트웨이, 외부 장치와 인

터페이스 가능한 펌웨어, PA, GA 인터페이스 및 Sound 

Powered Telephone, Bell, Horn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에 유의하였다. 외부 Signal contact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Terminal block을 개발하였다. Bell, Alarm light, 

Relay Box, I.S Barrier Box 연결를 연결하는 PCB 제작 및 

입력(AC/DC전원, Tel)과 출력(Relay, Dry contact) 모듈을 

개발 하였다.

■ IP based 해상용 CCTV System

 해상용 CCTV 시스템 개발은 해상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All-IP 기반 해상용 CCTV 기구물 및 시스템 개발에 관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력 및 데이터를 동시에 분배할 수 

있는 통합모듈과 전력과 데이터를 하나의 케이블로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멀티케이블 개발 및 해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해상용 CCTV 하우징과 NVR 등 운영 펌웨어를 개발 

하였다 (Fig. 13). 

Fig. 13 IP based CCTV fin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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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1)해상 구

조물용 CCTV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TCP/IP 네트워

크 토폴로지 설계 및 CCTV 시스템과 연동 기술. 2)PoE(Power 

over Ethernet)로 동작하는 PAN/TILT 기능을 구비한 CCTV 

시스템 기술.  3)선박 관련 정보를 육상 헤드쿼터와 실시간

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4)VoIP, 

PC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연동 가능한 영상 전송과 

알람 전송 기술. 5)염분 및 폭발 위험지역에 설치 할 수 있

는 해상 환경에 적합한 CCTV 기구물 제작.

■ Wireless Master Clock System

시간 동기화 기술인 NTP(Network Time Protocol)를 기반

으로 설계하여 새로운 해상용 클락(clock) 시스템에 관한 연

구이다. 구체적으로 해상에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컴퓨터, 

서버, LCD 클락, Hand 클락, 스마트 기기, 인터넷 전화기 

등)에 정확한 현재 시간을 동기화 할 수 있고, 해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NTP 서버 프로그램 개발 및 동기화된 시간

을 표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였다 (Fig. 14).

Fig. 14 LCD type wireless clock final products

이러한 장비들은 높은 수준의 내고장성과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무선 신호

변환 장치 : 선박용 GPS 단말기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수집, 

변환, 전송하기 위한 해상용 무선 신호변환 장치. 2)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 : 무선 신호변환 장치로 

부터  변환된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바탕으로 선

박 내 표준시간 정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상기 표준시간 정

보를 시간 정보의 동기화를 위하여 무선통신망을 통해 전송

하는 NTP 서버. 3)무선 시계 장치 : NTP 서버로부터 전송된 

표준시간 정보를 무선통신망을 통해 수신하는 LCD Type 무

선 시계 장치 및 Hand(바늘) Type 무선 시계 장치. 4) 시간 

동기화 데몬 : IP 기반의 장치(서버, PC 등)와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테블릿) 및 인터넷 전화기에 표준시간 정보를 기

초로, 데몬 방식으로 시간정보를 동기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2.3.4. All-IP 기반 해상용 네트워크 구현

2.2.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설계에서 기술한 표준 네트워

크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LNGC, 컨테이너선 등 상선 부문은 

Fig15와 같이 Wi-Fi 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각 Deck

에 한 대의 AP를 설치하여 PC, VoIP Telephone, IP based 

CCTV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ER, ECR, CCR은 각 한 대의 AP를 설치하여 

Wi-Fi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On-board는 무지향성 

안테나를 설치하여 항구에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였다. PLSV(Pipe Layer Support Vessel)와 같은 해양 지원

선 부문은 네트워크 설계는 상선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Wi-Fi 기반 표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유사한 형

태로 구성하였다.

Fig. 15 Wi-Fi based computer network topology

위와 같이 설계한 Wi-Fi 기반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은 

PC, VoIP Telephone, IP based CCTV, VoD 시스템을 포함

하여 상선과 해양 지원선 부문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약 

10여척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상기 시스템에 Wireless 

Master Clock 시스템을 추가로 적용하여 2014년에 선박에 

구축 할 예정이다. 현재 상선과 해양 지원선 부문은 본 연구

에서 설계한 Wi-Fi 기반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양 플랫폼 부문은 선주사 요구에 따라 Wi-Fi 네트

워크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IP기반 장비의 보편화와 다양

한 무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그 

적용 범위는 해양 플랫폼 및 해군 함정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해군 시험선, 지원선 부문은 All-IP 기반의 

네트워크가 표준화 되어 있으며 전투함 부문까지 확대하려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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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양 구조물용 미래 네트워크 제안

해양 구조물의 무선 통신은 VHF/UHF 방식의 재래식 무

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여 모바일 기반 스마트 서비스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2.5GHz/5GHz 대역의 

IEEE802.11n WI-Fi 무선 네트워크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양 구조물의 밀폐된 구조 및 두꺼운 철

판 격벽 등 복잡한 구조는 전파 장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는 

무선 통신 사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Wi-Fi 무선 네트워크

는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AP 설치가 요구

된다 (Fig. 16). 따라서 공정상의 문제점과 많은 비용이 투자

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선 통신망의 고 

신뢰성 및 생존성 향상을 위한 무선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한 

SMC(Seamless Mobile Convergence) 기술 개발이 필요

하다.

Fig. 16 Offshore unit AP installation

최근 Voice, Data, Media 전송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의 LTE/A(Long Term Evolution/Advanced)기술을 해양 구

조물에 적용하면 상기와 같은 무선 통신의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TE는 3세대 이동통신기술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다는 의미이다. LTE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3G 서비스 기술인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HSD 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등의 서비스와 LTE 망 연동이 가능하고 모든 다양

한 미디어와 통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Wi-Fi 무

선망과 연동이 가능하여 Web상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이다.

LTE 네트워크는 무선 접속망(E-UTRAN,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관련 기술인 LTE 부분과 

Core망 관련 기술인 EPC(Evolved Packet Core)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LTE와 EPC를 통합하여 EPS(Evolved Packet 

System)라 한다. LTE 네트워크는 E2E(End to End) All-IP 

네트워크이므로 사용자 단말이 기지국에 접속하는 무선링크

로부터 서비스 엔터티로 연결해주는 PDN(Packet Data 

Network)까지의 트래픽 흐름은 모두 IP 기반으로 동작한다

(Fig. 17). LTE에 관한 기술적 부문은 그 범위가 방대하여 

LTE/A의 해양 구조물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Fig. 17 LTE basic schema

본 연구는 해양 구조물에서 무선통신의 주류인 VHF/UHF 

및 Wi-Fi 무선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 통신 속도의 저하가 없으면서 Wi-Fi 네트워크와 비교하

여 전송거리가 넓고 생존성이 높은 LTE/A 기반 기술을 기존

의 무선통신 시스템과 융합한 스마트 통합 통신망 연구에 중

점을 두었다. LTE/A 통신 기술을 해양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요소 기술은 다음과 같다. 1)LTE 기반 

Offshore 유무선 통합 통신망 토폴로지. 2)LTE 기반 Offshore 

자가망 EPC 개발. 3)SON(Self Organizing Networks) 기반 

Offshore 무선 통신망 토폴로지 설계 및 장비 개발. 4)이종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해석 및 모듈 설계. 5)LTE 기

반 디바이스 및 관리 솔루션등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Fig. 18). 또한 가격적인 부분도 적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Fig. 18 Offshore platform and support vessel 
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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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ICT 기술은 외국에 뒤지지 않고 앞서 있

으면서도 해양 구조물의 외부, 내부 통신 분야는 대부분 해

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이나 싱가폴 업체

들의 오랜 기간 이어온 강한 시장 지배력과 우리나라 대기업

이 진출할 수 없는 시장 규모 및 국내의 선내 통신 전문 중

소기업들의 최신 기술이나 장비 개발에 대한 연구 및 투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선급 및 방폭 규

정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인 대응이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해상 구조물 환경에 맞는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조선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시기이다. 기초 기술을 보유

한 제조사 및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ICT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조선해양 ICT 부문 시장 경쟁에서 우

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해상 위성 서비스 수준 향상과 더불어 해상 구조물의 중

요한 장치와 시스템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술과, 선원들에게 육상과 비슷한 수준의 커뮤

니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선박 내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조선해양 건조 부문 세

계 1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최신 기술을 적용한 선내 

통신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내 조선사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

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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