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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Analog master clock system topology

1. 서 론

  해상용 클락(Clock) 시스템은,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 등

의 해상 부유물에서 시간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 선박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장비들의 

시간 정보를 동기화시키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해상용 클락 시스템은 승무원들에게 선박의 운항 

상황에 알맞은 시간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거나 선박 내에

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자장치들의 시간 정보를 일괄적으로 

동기화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Fig.1).

  해상용 클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존의 기술은 아

날로그 방식 또는 디지털 방식의 Master clock(모시계) - 

Slave clock(자시계)의 기본 구성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 이러한 Master Clock과 Slave  Clock은 일반 통신 케이

블로 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동기화한다. 따라서, Slave Clock

이 장착되는 선박 내의 다양한 위치들(cabin, public area 등)

에 별도의 동축 케이블을 포설해야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매우 번거로웠으며,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도 시스템을 확장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일반 통신 케이블을 통해 Master 

Clock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선박 내의 다른 장비들은 동기화

된 시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승무원

들이 소지하거나 선박 내에 설치된 IP 기반의 기기(서버, PC, 

태블릿, 스마트폰, IP 기반의 선박 내 장치)들에게도 동기화된 

시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IP 기반의 

기기들과 선박 내의 분산된 기기들 간의 시간정보가 불일치하

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 

동기화 기술인 NTP(Network Time Protocol)를 기반으로 설계

하여 새로운 해상용 클락(clock)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NTP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끼리 시각을 동기화시키

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며, 미국 델라웨어 대학의 데이빗 

밀스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현재는 인터넷 표준 시각 프로

토콜이다. 한편 NTP는 컴퓨터 클락 시간을 1/1000초 이하까

지 동기화시키기 위해 협정 세계시각(UTC)을 사용한다.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의 부유물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정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그 이유는 수십 분의 1초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협정 세계시

(UTC)가 기반인 해상용 클락 시스템에서 시간 변경선 통과에 

따라 AMS, IBS 등 분산된 업무처리 환경에서 주요 컴퓨터의 

시간 동기화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운항기록이나 로그 관리 등

이 정확히 유지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각이 제공되지 않으면 

기록시각이 잘못되거나 장비간 로그 시각이 다른 문제가 발생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컴퓨터, 

서버, LCD 클락, Hand 클락, 스마트 기기, 인터넷 전화기 등)

에 정확한 현재 시간을 동기화 할 수 있고, 해상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NTP 서버 프로그램 개발 및 동기화된 시간을 표

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장비들은 높은 수준

의 내고장성과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다.

2.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개발한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은 서론에서 

살펴본 기술적인 요구를 수용함은 물론, 스마트폰 등장 이후 

Wi-Fi 기반 무선 장치를 탑재한 기기(서버, PC, 스마트폰, 태

블릿 등)들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최신 IT 환경변화에 적응하

기 위하여 개발되었다(Fig.2).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서 송출되는 시간 및 위치

정보를 무선 신호변환 장치가 웹 브라우저 또는 스마트 기기

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더넷 신호로 변환하고 Wi-Fi기반 무

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NTP 서버에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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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Main components of 
wireless converter

Fig.2 Wireless clock system topology

무선 신호변환 장치에서 전송된 신호는 NTP 서버에서 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선 시계 장치,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및 서버, PC, 인터넷 전화기 등 IP 기반의 기기에 전송하여 표

준시간 동기화를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와 적용 기술은 다음과 같다.

◦무선 신호변환 장치

선박용 GPS 단말기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수집, 변환, 전송

하기 위한 해상용 무선 신호변환 장치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

무선 신호변환 장치로 부터  변환된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

된 신호를 바탕으로 선박내 표준시간 정보를 생성하며, 생성

된 상기 표준시간 정보를 시간 정보의 동기화를 위하여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NTP 서버

◦무선 시계 장치

NTP 서버로부터 전송된 표준시간 정보를 무선통신망을 통

해 수신하는 LCD Type 무선 시계 장치 및 Hand(바늘) Type 

무선 시계 장치

◦시간 동기화 데몬

IP 기반의 장치(서버, PC 등)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테블

릿) 및 인터넷 전화기에 표준시간 정보를 기초로, 데몬 방식으

로 시간정보를 동기화하는 소프트웨어

◦원격 유지보수 플랫폼

육상 본사 및 선박 내에서 운항 선박의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등 IP 기반 기기들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할 수 있는 플랫폼

◦무선 송수신 최적화 프로그램

선박, 해양 플랜트 등 부유물에서 최적의 무선 환경 구축을 

위한  무선 송수신 위치 검색 프로그램

3.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 개발

3.1 무선 신호변환 장치

Fig.3의 무선 신호 변환장치는 RS422 혹은 RS485 시리얼 

신호를 이더넷 신호로 변환하고 전송할 목적으로 개발한 장비

이다.

9개의 독립적인 NMEA(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 할 수 있으며 RS422을 

이용해서 NMEA0183 출력이 가능하고 10/100BaseT Ethernet 

출력과 RS232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이 장비는 Wi-Fi 모듈

을 내장하고 있어서 회선을 추가 매설하지 않고도 원하는 항

해 통신 장비나 각종 장치의 신호를 이더넷으로 전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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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NTP server architecture

  이 장비는 전체 시스템(Fig.2)상에서 해상용 GPS 단말기에

서 전달되는 NMEA0183 신호를 TCP/IP(Transfer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신호 또는 UDP(User Datagram 

Protocol) 신호로 변환한 후 변환된 신호를 무선 또는 유선 네

트워크로 NTP 서버에 전달한다.

3.2 NTP 서버

NTP 서버는 무선 신호변환 장치로부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 변환된 신호(TCP/IP, UDP 등)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바탕으로 선박내 표준시간 정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상기 표

준시간 정보를 선박내 장비들의 시각 동기화를 위하여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본 NTP 서버는 현

재 선박에 장착되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Master 

Clock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수용하면서 웹 브라우저 또는 스

마트 기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2.1 구성 및 기능

Fig.4와 같이, NTP 서버는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송수신

부, 표준시간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표준시간 정보를 관리

하는 표준시간 정보 관리부, 서버에 접속하는 기기에 UI(User 

Interface) 환경을 제공하는 UI 제공부,  송수신부를 통해 송수

신 되는 신호 데이터, 표준시간 정보 관리부의 구현을 위한 

데이터 및 UI 제공부의 구현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

터 저장부, 송수신부 및 표준시간 정보 관리부, UI 제공부, 데

이터 저장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송수신부(Transmitter-Receiver Unit)는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구성으로서, 유선 송수신부 및 무선 송수신부를 포함하

며 이러한 구성을 통해 GPS 단말기, IP 기반의 기기, 무선 시

계 장치 등이 이더넷 망과 연결될 선박내 장치등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으며 송수신 되는 신호는  IEEE 802.11 b/g/n 등

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다.

표준시간 정보 관리부(Standard Time Management Unit)

는, 선박내 시간 정보의 동기화를 위한 표준시간 정보를 생성

하고, 생성된 표준시간 정보를 관리하며, GPS 위치를 기반으

로 해당 위치가 속한 지역시간(Local Time)을 표준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표준시간 정보는 송수신부를 

통해 전송할 수 있으며, 선박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표준시

간을 변경된 위치에 맞게 자동 갱신하여 표준시간 정보를 동

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즉, 표준시간 정보 관리부는 선박이 

날짜 변경선을 통과한 경우에 해당 사실을 반영하여 표준시간 

정보를 재설정하고 시간 정보를 동기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

어 상기 선박이 날짜 변경선을 통과하는 경우에 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시간을 지역 시간으로 자동으

로 보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보정된 정보를 기초로 표준시간 

정보를 재설정할 수 있다.

  또한, 표준시간 정보 관리부는 선박의 실제 GPS 위치와 

관계없이 임의로 선택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선박의 실제 GPS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의 로

컬 시간을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설정하거나 다른 선박의 표준

시간 정보를 기초로 하여 표준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외부로

부터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표준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UI 제공부(User Interface Unit)는 NTP 서버의 제어를 위해 

연결된 제어단말기에 UI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

한다. 구체적으로 UI 제공부 제어단말기의 편의를 위해 서버

의 동작 제어를 위한 UI 환경을 Fig.5., Fig.6.과 같이 제공할 

수 있으며, 제어 단말기는 구현된 UI를 통해 상기 표준시간 정

보 관리부의 동작을 감독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저장부(Data Storage Unit)는 NTP 서버의 동작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장한다. 이들 데이터들은 송수신부를 통

해 송수신 되는 데이터,  표준시간 정보 관리부의 구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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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NTP server configuration page

Fig.6 NTP server position page

한 데이터,  UI 제공부의 구현을 위한 데이터, NTP 서버의 동

작을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 운영체제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

터들이다. 

제어부(Control Unit)는 NTP 서버의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

부는 송수신부, 표준시간 정보 관리부, UI 제공부, 데이터 저

장부의 동작을 제어하며, NTP 서버의 동작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들을 제어한다.

 

3.2.2 관리자 페이지

NTP 서버의 구성 및 기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용 무

선 클락 시스템은 GPS 신호를 TCP/IP 신호로 변환하고, 이러

한 신호를 기초로 NTP 서버에서 표준시간 정보를 생성한다.

 

 NTP 서버에서 생성된 표준시간 정보는 무선 통신망을 통

해서 선박내 장치들에 전달하여 시간 정보를 동기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세 개발한 NTP 서버는 일반 통신 케이

블을 기초로 운영되던 종래의 클락 시스템과 달리 시스템의 

확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Slave Clock 이외의 다양한 선

박내 장치들도 시간 동기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무선 클락시스템을 해상에서 쉽게 관리할 목적으로 NTP 서버

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개발하였다.

Fig.5.는 NTP 서버 관리자 페이지의 Configuration 화면이

며, 메뉴얼에 따라 승무원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Admin, 

Current Time, Configuration, Current Position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Current Time 페이지는 5초 간격으로 서버의 정보를 검색

하여 GPS Timezone 또는 시스템 Timezone이 변경되면 자동

으로 화면을 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임의로 수정 할 수 

있도록 하며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 LT(Local 

Time) 및 System OS 시간을 표현한다.

Configuration 페이지는 선박의 GPS 위치를 기반으로 해당 

위치가 속한 로컬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 선박

이 날짜 변경선을 통과하는 경우에 UTC 시간을 로컬 시간으

로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보정된 정보를 기초로 

표준시간 정보를 재설정할 수 있다. 한편 선박의 실제 GPS 

위치와 관계없이 임의로 선택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섬머타임 적용 등 임의적인 시간 변경이 

필요하면 NTP 서버는 선박의 실제 GPS 위치가 아닌 다른 위

치의 로컬 시간을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설정하거나, 다른 선

박의 표준시간 정보를 기초로 하여 표준시간을 설정할 수 있

고, 외부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표준시간을 설정한 

뒤에 시간 정보를 동기화시킬 수 있다.

무선 시계 장치 또는 IP 기반의 장치들로부터 시간 동기화

와 관련된 장애정보를 NTP 또는 SNMP 등의 프로토콜로 수

신하여, 장애정보의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 있

다. 예를 들어, 시간 정보 동기화 오류 등의 장애 정보를 접수

한 경우에 장애 정보를 전송한 해당 기기에 표준시간 정보를 

전송해 주는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세

스에 의해서도 해당 기기의 시간정보가 동기화되지 않는 경우

에는 표준시간 정보를 다시 생성하여 모든 기기들에 대하여 

재전송시키는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 있다.

Fig.6.의 Current Position page는 Hand(바늘)시간 표현 방

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표준시간 정보와 사용자가 원하는 여러 

도시의 로컬 타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GPS에서 실시간 수

신된 위치좌표 데이터를 기초로 세계지도상에서 선박의 이동

경로, 현재위치를 그래픽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날씨 정보

가 제공되면 기상 상황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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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LCD type clock

Fig.8 Remote maintenance platform 
for IP devices

페이지 정보는 Admin이 허가된 승무원들은 웹 브라우저 또는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다.

3.3 무선 시계 장치

무선 시계 장치는 무선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자 시계 

장치로서 NTP 서버로부터 전송된 표준시간 정보를 무선통신

망을 통해 시간 및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표시한다. 무선 

시계 장치는 NTP 서버로부터 전송된 표준시간 정보를 기초로 

시간 정보를 갱신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 정보의 

표시는 Fig.7.과 같은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으며, Hand(시침, 분침, 초침이 회전하는 형태로 표현) 방식 

또는 디지털 방식(숫자로 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CD 디스플레이 시계 장치와 Hand 

형태의 시계 장치를 개발 하였다.

Fig.7.의 LCD 시계 장치는 동기화된 시간 정보 이외에 날

씨정보, 공지사항 및 식단 등의 부가적인 정보들도 사용자가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Hand Type 무선 시계 장

치는 IEEE802.11n 무선 모듈을 장착하여 Hand Type 시계에 

적용되는 펄스 신호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회로 및 펌웨

어를 추가 개발하였다.

상기 무선 시계 장치는 NTP 서버로부터 송출되는 TCP/IP 

등의 프로토콜 신호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달받으며, 전달

된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시간 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시

간정보를 동기화하며, 시간 동기화 프로세스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이벤트를 NTP 서버에 전송(NTP 또는 SNMP 등

의 프로토콜)하고 후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무선 시계 

장치는 선박 내부의 여러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케이블이 

아닌 무선통신망을 통해 표준시간 정보를 수신하게 하였다. 

따라서 선박 내의 물리적인 제약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 

3.4 시간 동기화 데몬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은 마스터 클락-슬레이브 클락 시

스템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선박 내의 IP기반 장비들에게도 

표준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시간을 동기화시킬 수 있으며, 선원

들이 소지하거나 선박 내에 설치된 IP 기반의 장치에도 표준시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의 항해장치 뿐 아니

라 선박 내에 존재하는 IP기반 장비들의 시간 정보를 무선통신

망을 통해 동기화시킬 수 있으므로, 선박 내에서 발생 될 수 

있었던 시간 정보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장비 시간 동기화 데몬 소프트웨어는 NTP 서버 무선 송

수신부를 통해 IEEE 802.11 b/g/n 등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

여  전송할 수 있으며, USB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IP 기반 

장비에 설치 할 수 있다. 실제 선박 적용 시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MS(Alarm Monitoring System), 기

관, GYRO, 레이더, 엔진, Conning 정보, VDR(Voyage Data 

Recorder)을 관리하는 서버 또는 PC에 표준시간 정보를 간편

하게 동기화할 수 있다.

3.5. 원격 유지보수 플랫폼

육상의 본사 또는 운항중인 선박의 관리자가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애 예상 또는 

발생 시  신속하게 유지보수 할 수 있는 IP 디바이스 통합관

리 플랫폼 개발을 통한 무선 클락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

였다.

Fig.8.의 원격 유지보수 플랫폼은 선박내 유,무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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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Wireless clock system network topology

Fig.10. Access Point optimized program

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로 구현하였으며, NPT 서버, 

신호변환장치, 무선 클락 장치 및 IP기반 장비의 상태를 모니

터링한다.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에 이상 징후 발견 시 육

상 관리자가 NTP 서버의 설정 및 신호변환장치, LCD 클락, 

Hand Clock의 On-Off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하였다.

3.6. 무선 송수신 최적화 프로그램

3.6.1. AP 위치 선정 최적화 프로그램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은 Fig.8.과 같이 Wi-Fi 기반 

LAN(Local Area Network) 통신망으로 GPS의 시간, 위치좌표

를 무선 신호변환 장치를 통하여 NTP 서버로 무선 전송하고 

NTP 서버는 무선 시계 장치, IP 기반 장비 및 스마트폰 등 모

바일 기기에 무선으로 전송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AP(Access 

Point : 무선 중계기)의 기능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화 및 확장

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P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

록 AP 기반 무선 송수신 위치 선정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AP기반 무선 송수신 위치 선정 최적화 프로그램은 서비스 

대상 공간에 제한된 AP 대수로써 Wi-Fi 음영지역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AP의 물리적 위치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

로그램은 송수신 요소에 따라서 AP의 무선신호를 수신 할 IP 

디바이스의 설치 위치를 최적화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다수의 선실 수와 선실을 연결하는 복도의 길

이 및 선실과 복도로 구성되는 데크의 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선실 데이터 입력단계가 있고, 각 선실의 도어 형

태와 도어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어 데이터 입력

단계가 있다. 도어의 형태는 방화벽으로 구성되는 방화벽 도

어, 도어 밑에 환풍구가 형성된 환풍 도어 그리고 도어 밑에 

환풍구가 형성되지 않은 밀폐 도어 중 어느 한 형태로 구분

된다.

데크에서 AP가 설치되는 위치에 대한 설정데이터가 입력

되도록 하기 위한 AP 설정단계와, 선박 데크 및 AP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된 후 각 선실의 무선신호 수신 안정도 계산을 

실행하여 연산되도록 하기 위한 안정도연산단계 있으며, 안정

도연산단계에 의하여 연산된 각 선실의 무선신호 수신안정도

가 디스플레이어에 각 선실별로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안정도 

표시가 결과 창에 표시된다

철판 구조로 이루어진 선실 특성을 감안하면 AP기반 무선 

송수신 최적화 프로그램은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 뿐 만 아

니라 다른 IP 기반 장비들의 신규 설비 및 새로운 기종의 도

입 등 설치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선박 설계 시 각 데크 및 선

실 등의 구성에 따라  AP 최적화 위치를 미리 선정하여 설치

하기 때문에 추가 장비의 설치 없이 무선 환경에서 끊김없는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6.2. Wi-Fi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Wi-Fi 무선 통

신기술은 유무선 융합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3G, LTE 등 광대

역 무선 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의 기능적 역할이 인

정되었고,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한 데이터 수요의 증가는 

Wi-Fi 네트워크의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근거리 무선 통신 

수단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Wi-Fi 무선 네트워크

는 100Mbps ~ 600Mbps까지 대역폭과 MIMO 기술을 적용한 

IEEE802.11n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IEEE802 산하 무선랜 발

전 과정 및 차세대 무선랜 개발 내용을 연구하여 해상의 선박 

등 부유물에 확대할 방안을 준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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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Testbed configuration 

Table.2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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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1Gbps Fluid

802.11ad ~ing Gbps 60GHz

Table.1 IEEE802.11 Progress

Table.1.과 같이 IEEE802.11 무선 통신 기술은 802.11ac, ad

에서 Gbps까지 실현 가능하여 더욱 빠른 서비스가 도입될 것

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더 멀리 보내기 위한 802.11af,ah 기술 

및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802.11ai 기술도 개발하여 표

준화 작업 진행 중이다.

4. 시스템 기능 시험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의 기능 시험은 Fig.11과 같이 

IEEE802.11n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선박의 선실 환

경과 유사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험하였다. 테스트베드 

구조는 복도에 AP를 설치하고 네 개의 방에 LCD type 클락

(32“, 15”)을 각각 한 개씩 총 여덟 개를 설치하였으며, 선박

에서 사용하는 Laptop, Desktop 및 스마트폰, 태블릿을 각각 

네 대씩 설치하여 무선 대역폭을 시험하였으며, 선박의 Cabin 

형태와 비슷한 밀폐된 아크릴 용기를 제작하여 시험하였다.

본 시험은 핑(Ping) 테스트와 Fluke사의 무선 감도 측정기

를 사용하여 시험하였으며, Table.2는 투입된 장비별로  시간

대별 대역폭을 측정하여 최저, 최고값을 산출한 표이며, 

IEEE802.11n 무선 환경에서 LAN 케이블 Cat'5 수준의 대역폭

을 나타내어 무선 클락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였다.

FTP Test(Mbps)

Room 1 Room 2 Room 3 Room 4

Wired

PC

52.8 53.1 47.5 45.9

54.1 54.1 48.5 46.9

Labtop
40.4 40.7 36.8 35.1

41.3 41.9 37.3 35.4

32" LCD 

Clock

38.5 39.1 34.2 33.8

39.7 39.9 35.6 34.1

15" LCD 

Clock

38.7 39.5 34.5 34.0

39.9 40.3 35.9 34.8

NTP 서버 시험은 해상용 GPS에서 송출되는 신호를 신호변

환장치를 통하여 시간, 위치좌표의 실제 신호를 수신하여 시험

하였으며, 관리자 페이지의 기능구현 및 LCD type 클락(32“, 

15”)은 오차 없이 시간 동기화 되었으며, USB 데몬을 통한 IP 

기반 장비의 시간 동기화 부분도 오차 없이 구현하였다.

5. 결 론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해상용 무선 클락 시스템은, 시간 

동기화를 위한 표준 시간 정보가 NTP 서버를 통해 통합적으

로 관리되므로, 선박 운항 상황에 맞게 시간 정보를 효과적으

로 동기화시킬 수 있으며, 선박 내에 설치된 IP 기반의 기기 

및 선원들이 소지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도 표준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의 항해장치 뿐 아니라 선박 내에 존재하는 모

든 IP 기반 장비들의 시간 정보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동기화

시킬 수 있으므로, 선박 내에서 발생 될 수 있었던 시간 정보

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선박 내에 다양한 위치에 무선 시계 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시간 표현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선박의 

표준시간 정보 이외의 복수 개의 로컬 타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LCD 클락은 시간 외에 날씨정보, 공지사항 및 식단 

등의 부가 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

기에서 볼 수 있다.

선박 또는 해상의 부유물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수차례의 

육상 시험을 통하여 무선 클락 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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