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NAK, Vol. 50, No. 2, June 2013                                                                                 73

1. 서 론

해상 부유물(선박, 해양플랜트)에 구축되는 선내 유선 통신 

시스템은 일상적인 통화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교환식 전화 시

스템(Automatic Exchange Telephone System), 비상시 또는 

중요한 통화용으로 사용하는 자석식 전화 시스템(Sound 

Powered Telephone System) 및 정전시에 사용하는 공전식 

전화 시스템(Common Battery Telephone System)이 있다.

국내에서 건조하는 대부분의 선박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자

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FPSO, Drillship 

등 해양플랜트 분야는 아날로그 방식 전화 시스템을 선내 통

신 수단으로 구축하고, 육상과의 통신을 할 때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전화 시스템을 추

가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VoIP 전화 시스템에는 Cisco, 

Avaya, Alcatel-Lucent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외국 제품

이 설치되고 있다. 국내 VoIP 제조 업체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있으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고 있

다. 시스코 등 글로벌 VoIP 제품은 육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해양플랜트에 적용하고 있으며, PA(Public Address 

System, 방송시스템), GA(General Alarm System, 경보시스

템) 등 아날로그 장비와의 연동 조건 및 염분, 진동 등에 강건

한 조건을 갖춘 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해상에서도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부유물의 

통신 네트워크 부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IP(Internet Protocol)기반 유․무선 통신기

술의 융합(Convergence)과 통합(Integration)에 있다. 현재 해

양플랜트 부유물의 내부 통신 인프라는 거의 육상과 비슷한 

기술 수준에 있고, 선박의 경우도 IP 기반 유․무선 통신을 통

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차세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컨버전스에서 핵심적

인 서비스로 부상한  VoIP 시스템은 해상용 위성 서비스 수준

의 향상 및 Inmarsat의 Global Xpress 런칭으로 음성 전달의 

새로운 표준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항하는 선

박과 육상과의 통신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선박 운영자

들에게 기존의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VoIP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상용 선내 통신장비는 운용 환경이 육지가 아닌 바다라

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해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특수

한 설계 개념이 요구된다. 해상용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은 

PA, GA 등 아날로그 기반 장비와의 연동조건을 충족해야 하

고, 설치 방법에 따라 Desk type, Walltype, Flush type(매립

형)의 전화기가 필요하며, 설치 장소의 환경에 따라 방폭전화

기, 방수전화기(Water tight) 및 Headset, Dimmer 기능이 있

는 전화기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기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해상용 자동 교환

식 전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해상 부유물에 

구축되고 있는 아날로그 기반 시스템을  VoIP 시스템으로 개

발하고, 선급 규정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의 PA, GA 시스템 

및 Sound Powered Telephone, Bell, Horn, Light 등과 연동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해상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화기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해상용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VoIP 기반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박 

시험은 대우조선해양 망갈리아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컨테이

너 선박에서 실제 설치 과정 및 연동조건 등 기능시험의 내용

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2.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 

해상용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은 다이얼 혹은 Push 버튼

식 전화기를 사용하여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자동 교환기

(PBX)를 통하여 호출하여 통화를 하는 통신방식으로 교환기

는 릴레이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선박에는 일반적으로 10~80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교환기가 사용되며 해양플랜트 부유물에는 수백 회선의 

교환기가 사용된다. 해상용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의 특징

은 동시 통화기능, Paging 기능(방송기능), 우선통화 기능, 무 

정전 기능, 경보 기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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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diagram of PA system

Fig. 3 VoIP call flow diagram

Fig. 2 VoIP system general configuration

화 시스템은 선급 규정에 따른 PA, GA 시스템과의 연동 및 

전화기의 용도, 설치 위치에 따른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단자함 및 동축 케이블 등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복잡

하게 구성되어 있다.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과 연동되는 PA(Public Address 

System, 전관 방송)시스템은 공지사항을 방송하고, 선원들을 

배치시키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급한 상황 및 전관 방송에 필요한 것이다. 이미 구

축되어 있는 스피커를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 및 사전에 녹음

된 메시지를 방송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서 구성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PA 시스템은 중소형 선박의 경우 하나의 시스템이 설치되

며, LNG급 이상의 대형 선박에서는 두 개의 PA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중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PA System의 Input 단자는 접지를 포함 9개의 단자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두 개씩 쌍을 

이루어 하나의 채널로 할당 된다. 주로 3~4개의 구역을 나

누어 PA 시스템에서는 해당 채널 별로 방송을 한다. VoIP 

기반에서는 PA 시스템의 아날로그 통신방식에 맞추어 동

기화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복조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PA 시스템 방송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선박 내에 설치되

어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용한다. 방송 방식은 특정 키

패드 (주로 “0”번을 많이 사용)를 누르면 교환기에서는 외

부회선은 PA 시스템의 페이징 회선을 연결하여 전화 단말

기에서 전해지는 송화음을 방송하게 되며 수화기를 내려놓

으면 모든 기능은 기존 대기 상태로 돌아온다.

▖IP 기반 환경으로 확장 시 네트워크가 가능한 컴포넌트들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가용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구내 교

환설비나 전용 전화선 방식과 통합되어 메시지나 기타 공

지들이 공용(In-Place) 케이블링과 전송(trucking)을 통해

서 방송될 수 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개인 주소를 지정할 수 있

는 IP 노드에 링크하고, LAN(Local Area Network) 케이블

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페이징 시스템들이 증가하고 있

으며, 그러한 IP 노드들의 신호들은 삽입되고, 라우팅 된

다.(Fig. 1)

VoIP 기반 전화 시스템은 음성을 기존의 회선 교환망

(Circuit Network)이 아닌 인터넷 망(IP Network)을 통해 패킷

단위로 전송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

신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화서비스다.

VoIP 어플리케이션은 송신자의 음성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패킷에 담아 전송하고 패킷을 다시 음성신호로 변환

하여 수신자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 구성 요소

는 Fig. 2와 같다. 

송신자(sender)측의 구성요소는 인코더(encoder)와 멀티플

렉서(multiplexer)가 있고, 수신자(receiver)측은 디멀티플렉서

(demultiplexer), 재생버퍼(playoutbuffer), 그리고 디코더

(decoder)로 구성되어 있다. 송신자의 음성신호는 인코더를 

통해 주기적으로 샘플링되어 디지털신호로 변환된다. 멀티플

렉서는 디지털신호를 모아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송된 데이터 패킷은 

디멀티플렉서를 통해 디지털신호로 변환되고, 재생버퍼에서는 

인코딩된 시간 간격대로 재생 간격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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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P-PBX architecture

디코더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수신

자에게 음성 신호를 들려주게 된다. UDP 및 TCP에 상관없이 

동작하므로 하부 네트워크와 무관하게 동작하고, 호 설정 및 

호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RFC2327에 정의되어 있는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를 세션의 정보를 협상하

기 위한 메시지로 사용한다.

상기와 같은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시스템을 해상 부유물

에 적용하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구현이 어려웠던 다음의 기

술들의 구현이 가능하다.(Fig. 3)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FMC(Fixed Mobile Convergence)가

능해 진다.

▖종래의 아날로그 전화기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및 변경

이 가능 했으나 IP 기반의 교환기는 소프트웨어의 수정만

으로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교환기의 프로그래밍은 디지털 전화기 액정 화면을 통하여 

키패드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과 시리얼 통신으로 PC에 

연결하여 CUI 기반의 콘솔화면에서 제어하는 기능,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GUI 기반에서 보다 쉽게 프로

그래밍 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 단말에 동일 콜 번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일정 횟수

의 벨이 울린 후 응답이 없을 경우 다른 전화기로 콜을 돌

리거나 VMS(Voice mailing system)로 추가 구성이 가능하

며 IPT 엔터테인먼트 서버를 추가로 구성할 경우 전화기 

화면에 공지사항 디스플레이, 식단 안내 또는 주문형 오더 

시스템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부가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핫키를 지정하여 긴급알람 시스템 대체 가

능 등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다. 

▖또한 선내에 별도 구축되는 Talkback 시스템을 흡수하여 

이미 구축되어 있는 VoIP 시스템 교환기에 Talk back용 단

말기 구성 및 화상회의 시스템 등 복합적인 시스템의 융합

이 가능하다.

▖아날로그 전화기 시스템은 별도 전화 회선 구축이 필요하나 

VoIP 전화시스템은 선내에 구축 되어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를 사용하므로 추가 망구축 비용이 절감 된다.

▖인터넷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통화가 가능하여 육상과 통

화 시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IP 기반의 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각 전화기

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가능하며 원격에서 유지보수가 가능

하다.

3.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 

3.1 해상 부유물용 IP-PBX 개발  

해상용 IP-PBX(Private Branch Exchange, 구내 교환 설

비)는 그 기능에 있어 육상에서 사용하는 교환기와 크게 차이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상에서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하도

록 물리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해상 부유물에서 가장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만을 골라서 최소화함으로

써 시스템 구성을 간략하게 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IP-PBX는 물리적으로 통신부, 데이터 

저장부, IP전화 관리부, PA, GA 관리부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통신부는 위성모뎀 연결과, 여러 개의 IP 전화기, PA, GA 

시스템 및 해상 부유물 내의 이더넷 망에 연결되어 시스템 운

영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송수신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IEEE 기반의 아날로그 통신 모듈 및 디지털 통신 모듈을 동시

에 포함하여 아날로그 기반 장치들과 디지털 기반의 장치들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교환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

하였다. 

데이터 저장부는 IP 전화기 식별정보, 그룹핑 정보, 통화 

시나리오 정보, 알람 콜 정보, 음성 신호, 비디오 신호, 부가 

정보 및 문제 발생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일시적 또는 영

구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메모리 형태로 구현하였다.

 IP 전화 관리부는 여래 대의 IP 전화기들을 자동 전화 교

환 프로세스로 컨트롤 하며, IP 기반의 장치들과 IP 전화기 사

이의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및 정보 교환 등의 연동을 관리한

다. 또한 외부의 전화망과 연동할 수 있어 외부 통화가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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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illing system

Fig. 6 PCB process photograph

PA, GA 관리부는 아날로그 기반 PA 시스템 및 GA 시스템

과 연동을 관리하며,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과 

해상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제어부는 통신부, 데이터 저장부, IP 전화 관리부 및 PA, 

GA 관리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며, 하드웨어는 

PCB(Printed Circuit Board), IC 칩(Integrated Circuit Chip)으

로 구성되고,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구성하였다.(Fig. 4)

상기와 같은 IP-PBX의 물리적 구성을 기반으로 끊김 없는 

통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원부의 물리적인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전원 이중화 장치 및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적용

하였다. PoE(Power over Ethernet) 스위치의 접속 포트에서 

인터넷 전화 트래픽과 PC 데이터 트래픽을 VLAN(Virtual 

LAN, 가상랜)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가 분리되도록 설계하

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였다. 또한 IP 네트워크의 장애 발생

으로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등의 문제 발생 시 하나의 채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절체기술과 호 우회 라우팅 기

술을 적용하여 시스템 이중화를 하였다.

운항중인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부유물에 있는 VoIP 기반 전

화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하여 IP-PBX와 전화 단말

기의 상태를 육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원격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IP-PBX는 백본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

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n-off 기능 및 소프

트웨어 수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수십 대의 인터넷 전

화기 관리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IP 디바이스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을 통하여 단말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개발되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Fig. 5와 같이 개인별 사용 요

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선박,해양플랜트 환경에 적합한 과금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2 해상 부유물용 VoIP 모듈 개발

염분, 진동 등 해상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있도록 각각의 VoIP 단위 모듈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특

히 VoIP 터미널 블록, 시그널 변환 게이트웨이, 외부 장치와 

인터페이스 가능한 펌웨어, PA, GA 인터페이스 및 Sound 

Powered Telephone, Bell, Horn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설

계에 유의하였다. 외부 Signal contact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Terminal block을 개발하였다. Bell, Alarm light, Relay Box, 

I.S Barrier Box 연결 PCB 제작 및 입력(AC/DC전원, Tel)과 

출력(Relay, Dry contact) 모듈을 개발 하였으며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시그널 변환 게이트웨이 설계는 VoIP 모듈에서 처리해야 

하는 전화 신호(Dialtone, DTMF등)를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으로 변환해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으며, 아날

로그 음성신호를 packet으로 변환해 전송하도록 설계 및 지

연을 최소화하여 전송하기 위한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탑재하여 제작하였다.

Fig. 6는 VoIP 모듈 설계 및 제작 과정으로, 해상 환경에 

적합하도록 안정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국

내외의 해상용 아날로그 전화기 및 인터넷 전화기를 조사 분

석하여 차별화와 기능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설계 및 제작하

였다. 특히 기존 전화기에 없는 LCD패널을 채택하여 사용자

들의 편리성을 추구하였으며, LCD패널은 Back Light 지원 기

능이 있어 ECR, CCR 및 Bridge 등의 작업 공간에서 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상 적응형 PCB 설계와 제작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로 구성되며 하드웨어는 아트워크를 통해 PCB 패턴을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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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Relay block diagram

Fig. 8 Watertight type telephone design sheet

적합한 IC 칩을 적용해 해상 환경에 맞도록 설계하였다. 펌웨

어는 육상에서 적용하는 VoIP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선박 통

신환경에 적합한 Call Flow를 구현 하였다.

Wet Contact(Alarm, Bell) 및 Dry Contact(Column light) 

지원 은 선박의 다양한 Alarm장치 연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

며 선급에서 요구하는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구현되어야 한다. 

종래의 아날로그 전화기는 Ring Tone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Dry Contact 회로를 설계하였으나, VoIP에서는 신호 전압이 

낮은 관계로 기존의 Alarm Device를 구동하는 것이 불가능하

여, Ring tone과 Dry Contact 회로를 VoIP에 맞게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Fig. 6과 같은 보드 제작은 Dry Contact, Loop Power의 

기술이 필요하다. Dry Contact 기술은 전원이 실려 있지 않은 

접점 및 전류 전압이 걸리지 않는 Dry Contact를 사용하면 파

워를 실어주는 Contact보다 송신 회로가 간단하지만 수신 부

분은 Power을 송출할 수 있는 Circuit이 필요하다.(Fig. 7)

Loop Power 기술은 무 전원의 4~20mA의 전력으로 온도 

표시를 할 수 있는 장치로 전송장치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2-wire, 3-wire, 4-wire 등이 있으며 2-wire type을 Loop 

power type이라한다. 전원은 PLC, DCS의 아날로그 Input 모

듈에서 분배되며, 모듈 자체에서 DC24V를 공급하는 제품도 

있고 PLC, DCS Panel 배선을 통하여 분배할 수도 있다. 따라

서 전송기의 전원이 필요하며 PLC, DCS 에서 DC24V 전원을 

받는 장치가 Loop type(2-wire)이며, 2-wire 전원을 분배받

아 전송기에서 발생하는 4~20mA 신호를 PLC, DCS로 전달

하도록 제작하였다. 추가로 4-wire type은 외부에서 별도 전

원을 분배받아 전송기 전원으로 사용한다. 전송기에서 DC24V

에 4~20mA 신호를 실어서 PLC, DCS로 보내기 때문에 PLC, 

DCS에서 DC24V 전원을 공급하는 타입으로 배선을 하면 두 

개가 합쳐져 최대 48V의 전원이 실려 모듈에 과전압, 과전류

가 흘러 손상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3.3 해상 부유물용 전화기 제작

본 연구에서는 해상용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을 All-IP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방수타입 전화기와 데스크타입 전

화기를 해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Fig. 8)

방수타입 전화기 하우징은 종래의 아날로그 제품의 장단점 

분석 및 최신 외국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수 등급을 글로벌 제품 수준인 IP56으로 제작

▖콘솔이나 벽에 설치할 때 설치가 용이 하도록 브라켓을 추

가 구성 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맞게 상하 좌우 킷을 선택하

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

▖프론트 판넬을 전 라인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비

용을 절감하도록 제작

▖매립형 전화기의 경우 체결 부위에 고무 패드를 적용하여 

선박의 진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작

▖외부 장치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제작

▖수화기의 손쉬운 탈착이 가능하도록 전면 프론트 판넬에 노

출형 홀더 적용

▖방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케이블 그랜드를 적용하여 케이블 

결선을 용이하게 제작

종래의 해상용 전화기 키패드는 재질 및 스위치가 사용자 

의 편의성은 고려하지 않은 단점이 있어, 본 개발에서는 고무 

재질 및 특수 코팅으로 염분 및 염수에 강하고 내구성이 강화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소자 배치에 따른 펌웨어를 개발하였다. 

내부 컨택 스위치도 내구성이 강한 타입을 적용하여 사용자들

의 정확한 인지를 돕기 위하여 액추에이터가 성형되도록 프로

그램을 작업하여 제작하였고,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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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utton pad 3D design

Fig. 10 Watertight telephone final products

Fig. 11 VoIP based automatic telephone 
interface topology

▖키패드의 기능 구성 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 배치에 중

점을 두었으며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아이콘화 

하였다.

▖텐션 구간, 키측벽 및 액추에이터 구배량 조정 기술을 통한 

버튼 눌림 감촉 기술을 적용하여 키패드 버튼 눌림 감촉을 

개선하였다.

▖키패드 Font부를 레이저 공정을 이용한 Font 편심 발생 최

소화 기술을 적용하여, 손가락에 터치되는 감촉을 개선하

였고, 안착 될 수 있는 디자인의 적용 및 방염 코팅 처리, 

스위치 하중의 상향 조정으로 누름감 향상 기술을 적용하

였다.

해상 환경과 선박, 해양플랜트 선내 통신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강건 하우징은 수차례의 설계 변경과 시제품 제작을 통

하여 완성하였다. Fig. 10과 같이 W.T Wall mount type(방수

형 벽부착 타입)과 W.T Flush type(방수형 매립형 타입)의 기

본형을 설계하여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설치 위치 및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완제품을 제작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수타입 전화기는 LCD창을 지

원하고 헤드셋 스위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스피커

폰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방식으로 제작 하였으며, 이러

한 기능들이 키패드에서 지원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All-IP 

기반의 해상용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데스

크타입 전화기도 추가로 제작하였다.

3.4 네트워크 연동 설계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은 교환기가 백본 스위

치에 IP기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각 

Cabin에는 Cat'6 이상의 LAN Cable이 포설되어 VoIP 전화기

와 데스크탑 PC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여 추가 전화선 포설 

없이 통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무선 Wi-Fi 네트워

크 환경에서 Wireless Phone과 Smart Phone을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상기와 같은 기본 네트워크 설계와 더불어 Fig. 11과 같이 

전화기 위치와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

여, 교환기와 위성 모뎀 인터페이스, PBX와 Switch Hub간 인

터페이스, Switch Hub와 방수타입, 방폭타입, 데스크타입 전

화기 연동 설계를 하였다. 또한 PA, GA 시스템 및 Bell, Horn

과 연동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표준화 연구도 수행하였다.

4. 시스템 기능 시험

4.1 시험 선박 환경 

본 시험은 대우조선해양 망갈리아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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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oIP based automatic 
telephone network topology

Fig. 13 Devices installation picture 
of testbed vessel 

테이너선에서 2013년 3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였다. 시

험 선박의 네트워크는 Fig. 12과 같이 Wireless Computer 

Network System이 기본사양으로 설계되어 유선 전화기와 무

선 전화기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의 구축과 

시험 후 선박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

었다.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의 시험 및 선박에 실

제 탑재를 위하여 IP-PBX, UPS, 컨버터 각 1ea 및 Desktype, 

Walltype, Flushtype 및 방폭 전화기 등 약 100ea가 투입되었

으며, Wireless Computer Network System에 투입된 장비는 

Switch, AP(Access Point)등 약 30ea이다.(Fig. 13)

4.2 시험 내용 및 결과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의 선박 실선 시험은 

해상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능 시험과 

VoIP 시스템의 통화품질 시험을 분리하여 시험하였으며,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을 동작하게 하는 기본 인

프라인 Wireless Computer Network 시스템과 병행하여 시험

하였다. 

첫 번째 시험은 해상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들을 충족하

기 위한 기능 시험 위주로 하였으며, 선급 감독관과 선주사 

담당자와 공동으로 시험하여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기본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Inter Communication Test

- Paging Call to P/A System

- Add on Conference(Max 6 Parts) Test

- Group Call(Max 10Group, Max 10Line Phone per 1Group)

- Self Ring Test

- Warning of Handset's Position

- Automatic Change to Emergency Power Test

- Warning of Handset Failure at Key Phone Test

상기 기본 시험과 병행하여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과 아날로그 시스템의 연동 시험 및 전원 부문 시험도 

추가로 진행하였다.

▖전원 이중화 시험은 AC/DC 전원  Shutdown 시 DC에서 

AC로, AC에서 DC로 자동 전환 여부를 수차례 시험하여 시

스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였다.

▖프라이어티 콜 시험은 통화중인 내선으로 프라이어티 콜 연

결 시 호출번호가 LCD 창에 표시되고 Beep 소리가 나도록 

기능구현을 하였고, 통화가 끝나면 기존 통화자와 자동으

로 다시 연결하게 하는 기능을 시험하였다.

▖엘리베이터, Machine Room 등 일부 구역은 설계 및 설치

의 어려움 때문에 아날로그 전화기가 설치되어, 아날로그 

전화기와 연동을 위하여 ATA 장비를 개발하여 PBX에 내선 

등록을 하여 정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내선 기본 통화 시험은 선급 감독관이 Wireless Phone으로 

전화기가 설치된 약 70여 곳을 이동하며 통화품질 및 페이

징 시험을 하였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높은 감도의 통

화품질을 구현 하였고, 정상적인 페이징 기능을 구현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이 탑재되는 중

요성 때문에, 야드 기본 도면을 기반으로 Fig. 14와 같이 연

동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시스템 사전 점검 및 SLC 

연동 릴레이보드 제품 개발, P.A 연동 인터페이스 모듈 개

발을 개발하여 수차례의 육상 시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선박 시험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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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oIP & Analog system
interface configuration

Table 1  MOS test results

Table 2 Wireless test results

두 번째 시험은 개발 장비의 통화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10콜부터 매 10콜 단위로 증가시키며 80콜까지 MOS(음성품

질), 패킷 손실, 호 완료율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육상의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VoIP 통화품질은 4.0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Table 1과 같이 유,무선 전화기 모두 4.0이상으로 측

정되었다. 본 시험에 적용한 IP-PBX는 동시통화 성능의 목표

를 200인 이하로 설정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시험 선박의 

100User 미만의 교환기로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판단된다.

동시콜수 음성품질 패킷손실 콜완료율

10 4.595 0.264 100%

30 4.595 0.264 100%

50 4.586 0.422 100%

60 4.584 0.495 100%

70 4.575 0.532 100%

80 4.571 0.595 99.9%

세 번째 시험은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

축되어야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유,무선 네트워크 시험은 핑(Ping) 테스트와 

Fluke사의 무선 감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Table 2

는 투입된 장비 위치에 따라 시간대별 대역폭을 측정하여 최

저, 최고값을 산출한 표이며 IEEE802.11n 무선 환경에서 LAN 

Cable Cat'6 수준의 대역폭을 나타내서 무선 네트워크 기반 

무선 전화기의 정상적인 통화를 확인하였다.

시험에는 Cisco사의 aironet1250 AP(Access Point)와 Dell

사의 Laptop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수전화기와 데스크타입 

전화기 및 무선 전화기가 사용되었다. 시험 결과 AP의 위치와 

Wireless LAN Card 성능이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결정하

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TP Test(Mbps)

Captain
Room  

ECR
Cabin
D-Deck

Mess 
Room

Wired
Telephone

98.7 98.5 97.8 98.6

98.2 97.9 97.2 98.2

Wiress
Telephone

76.5 96.2 64.3 75.2

74.3 93.9 62.2 73.9

Labpop
69.6 89.6 54.4 63.2

64.8 85.6 48.8 59.2

5. 결 론

해상용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은 이미 육상에

서 상용화된 VoIP 기술을 이용하여 해상 환경에 적응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국산화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미는 다소 적을지 모르지만, 한정된 수요와 종류

의 다양성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글로벌 기업의 개념

이 희박하여 지금까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해상용 통신장

비 분야의 국산화의 길을 열게 되었으며,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부문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디지털 컨버전스의 핵심

으로 부상한 VoIP 시스템을 해상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선박에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트렌드 주도 및 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상용 VoIP 기반 자동 교환식 전화 시스템 개발은 

많은 해상용 통신 장비 중 일부분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방폭

형 VoIP 전화기 등 여러 종류의 해상용 통신장비 국산화의 여

지를 남기고 있고, 또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

계 조선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을 감안 할 때, 반드시 해결

해 나가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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