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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평형수 처리 시스템에서 센서 데이터의 원격 통신

Remote Communication of sensor data in Ballast Wa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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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 평형수는 해양 유기체와 함께 타 지역의 바다에 배출되며, 이는 해양 생태계 교란을 야기했다. 이 환경  

험 요인을 제거하기 하여 IMO에서는 모든 선박에 선박 평형수 처리 시스템(BWTS)의 장착을 의무화 하 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여러 해양에 흩어져 있는 선박으로부터 수집된 BWTS의 센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BWTS의 고장을 진단하고 

측한다. 본 논문은 성 통신 비용을 고려한 BWTS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신 임웍에 한 설계  구 을 제시한

다. 본 연구에서는 랩뷰 로그램에 의하여 안 하고 비용 감을 한 통신 모듈을 구 하 는데, 수집된 센서 정보는 RIO

에서 수행되는 랩뷰 모듈을 통하여 암호화되고 압축되어 육지 통신 서버로 송되며,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복호화를 한다.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 서버가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실험 모듈을 제작하

고, 모든 경 의 데이터 형식에 하여 20번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기능성과 신뢰성에서 우수함을 증명하 다.

Abstract  The ballast water may be discharged into another sea area with marine organisms, it caused problems to 
disturb the marine ecosystem. So, in order to remove these environmental risk factors, the IMO has mandated the 
installation of BWTS to the all ships. Our monitoring system diagnose and predict a failure of BWTS by analyzing 
the sensor information of BWTS collected from which the ships scattered in the ocean of several.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ommunication modules for BWTS remote monitoring considering the 
satellite communication charge fee. In the our study, we implemented the safety and cost-saving communication 
modules by LabVIEW program. The collected sensor informations is encrypted and compressed by LabVIEW 
modules running on RIO. Then they will be transfer to the land server and will be decrypt to enable monitoring in 
the land server. For the verification, we build the test modules which can verify from collecting the sensor data to 
consuming them in the monitoring server. We carried out 20 times for the data pattern in all of case. So, we 
verified the excellent functionality and reliability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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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박의 운항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기 해 필수 인 

선박 평형수는 각 국가의 경제 성장과 함께 더욱 많은 양

을 타 지역의 해양에 배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해당 지

역의 환경 문제를 유발하 다.

선박 평형수는 선박에 물품을 싣고 내리는 과정이나 

공선 상태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해 선박 내의 평형

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바닷물로, 하역 시에 평

형수를 주입하면서 해양 생물과 미생물이 유입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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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타 지역에서 하할 때 해수와 함께 해양 생물을 

배출하게 되어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에 따

라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04년 2월, 선박 평형수 

규제와 련된 국제 약을 채택하 고, 2009년에는 우리

나라도 이 약에 가입하여 선박 평형수 리법을 제정

하는 등, 선박에서 평형수 내의 해양 생물과 미생물을 사

멸 처리하는 선박 평형수 처리 시스템(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BWTS)의 도입이 의무화 되었다
[1-3].

Cost in USD
Local
expert

Supplier
expert

Remote
maintenance

Pure problem solving 1 hour 0.5 hour 0.5 hour

Busy time 5 hour 2 days 0.5 hour

Expert salary 500 1600 50

Expert travel
expense

0 2000 0

Satellite
Communication costs

0 0 240

Total USD 500 3600 290

표 1. 유지보수 비용 비교[5]

Table 1. Comparison of maintenance costs

선박을 구성하는 부분의 시스템 장치들은 고장 발

생 시 선박 사주 측에 막 한 경제  피해를  수 있는

데, 이것은 해외 먼 바다에 치한 선박의 특성상 고장 

상황을 처리하기 한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엔지

니어의 견  정비가 필요한 시스템 부속의 이송 비용 

뿐 만 아니라, 운항 시간 지체로 인한 상품 수송의 지연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선박 평형수 처리 시스템에서는 육상에서 센서를 모니터

링하고 고장이 발생하기 에 문제 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발생하 고, 이를 통해 보다 향상

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4].

본 논문에서는 BWTS 원격 모니터링을 해 필요한 

세부 요소 에서 PLC-RIO, RIO-Monitoring Server 간

의 통신에 해 으로 기술하며, 특히 본 자가 이

 논문에서 확보한 통신 기법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

고 추가 인 소 트웨어 모듈을 첨가하여 보다 향상된 

통신 기법과 인터페이스를 보이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1. BWTS의 국내외 개발 동향

BWTS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68,000여 척의 선

박이 BWTS를 도입하여야 하며, 선박 한 당 8~12억원 

수 의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련 시장은 80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해양 산업 기

업들이 여러 방식의 기술을 확보하여 시장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최 로 기 분해 방식을 사용하여 

IMO로부터 BWTS 승인을 확보한 ‘(주)테크로스’를 시작

으로 하여 자외선, 오존, 라즈마 등 다양한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이 가장 많은 IMO 기본  종합 

승인을 획득하여 국제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국내외 BWTS 기술의 작동 방식은 주로 4가지의 형

태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간  기분

해 방식의 BWTS가 용되었다.

간  기분해 방식은 그림 1과 같이 해수에 포함된 

염분을 기분해하여 염소를 생성하고, 이것으로 미생물

을 살균하는 방식이다. NaCl이 나트륨 양이온(Na+)과 클

로린 음이온(Cl-)으로 해리되고, Cl-은 극의 애노드에 

반응하여 유리 염소(free chlorine, Cl2)를 만들게 된다. 이

것은 해수의 H2O와 반응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과 수소(H2)를 생성하는데, 뛰어난 염소 소독력을 가진 

NaOCl을 통해 미생물의 사멸 처리가 수행된다[7].

기분해 방식에 한 선박 평형수 처리 연구에서 3.0 

ppm 보다 높은 NaOCl 농도는 99.99%의 박테리아를 사

멸시키며, 99% 이상의 랑크톤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

나는 등 사멸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명되었다. 그러나 

평형수를 배출하는 Deballast 과정에서 염소를 화시키

는 처리가 필요하고, 수소 발생의 험성이 존재하는 것

이 단 이다[2][8].

그림 1. 전기분해 방식의 BWTS
Fig. 1. BWTS of the electro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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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기분해 방식은 직류 원을 인가하여 발생한 

차를 통해 미생물을 직 으로 괴하고 2차 으로 

NaOCl을 생성하여 사멸을 보조하는 방식이며, 자외선 

방식은 260nm 역의 자외선을 미생물에 조사하여 세포

의 유  물질을 변형시키는 방식이다. 오존 방식은 공기 

의 산소에 고 압을 인가하여 오존을 생성하고, 이를 

해수에 투입하여 오존  차아 롬산(FOBr)을 통해 사

멸을 수행한다
[2][9].

이외에도 열처리, 살균제, 여과기법 등 여러 가지 방식

의 BWTS가 개발되어 선행 개발 기업이 주요 기술을 확

보한 상황이므로, 후발 참여자의 경우에는 순수한 

BWTS 기술만으로는 기술  우 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BWTS에 연 된 부가 인 시스템이 필요

하고, 정비 비용을 감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이 이러한 요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적인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

일반 인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형태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원천이자 정보 생산자로서 개념 으로 하  구

조가 되는 시스템A, 멀리 떨어진 장소에 정보가 축 ·집

약되어 사용자가 모니터링 등 목 에 따라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개념상 상  구조의 시스템B, 그리고 그 두 

시스템을 이어주는 원격 통신의 결합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정보를 생산하는 지역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센서들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임베디드 장치와 아날로그, 

RS232, RS485 등의 인터페이스로 연결된 N:1 구조의 형

태를 가지는 것이 일반 이다. 계층 으로 최상 에 

치한 사용자는 HMI 등을 통해 서버에 수집된 센서 데이

터를 은 인원으로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문

제 발생 시 알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 시스

템을 정보가 집 되는 하나의 장소에서 안정 으로 운

하는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10].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시스템에 필요한 실물 환경 하드웨어 장치로는 

BWTS 센서, PLC, RIO, Proface, 성 속 송수신 장치, 

Monitoring Server(PC), DB, Mobile 등으로 구성되며, 

각 장치는 선박 측 장치와 육상 측 장치로 구별된다.

그림 2. BWTS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Fig. 2. The block diagram of remote monitoring 

system in BWTS

그림 3. 소프트웨어 프레임웍
Fig. 3. Software framework

1. 선박 측(Onboard) 장치 구성

BWTS 센서는 데이터 발생의 원천으로, 본 연구에서

는 압, 류, 염소 농도, 화제 농도, 수소 가스 발생 

여부 등을 측정하는 32가지의 센서들이 사용되었으며, 

연구 환경에 합하도록 BWTS 센서 데이터를 미리 

PLC 메모리에 장해두고 개발을 진행하 다.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선박 평형수 

처리 시스템의 여러 센서로부터 계측되는 데이터를 일정 

시간 마다 지속 으로 수집하여 내부 메모리에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임베디드 장치로, 시리얼, 이더넷, USB 등을 

통해 외부로 데이터를 달할 수 있다. Omron 社의 

CJ2M-CPU33 장치를 사용하 다[11].

RIO(single-board Reconfigurable I/O)는 그래픽 로

그래  언어인 LabVIEW를 통해 자유롭게 로그래 이 

가능한 임베디드 장치로 BWTS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

서 수행해야 할 선박 측 기능의 부분이 이 장치에서 수

행된다. NI 社의 sbRIO-9636 모델을 사용하 으며, 시리

얼, 이더넷, USB 통신을 제공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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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LC-RIO 데이터 통신 모듈에서 TCP 읽기 동작을 위한 LabVIEW 블록다이어그램
Fig. 4. The LabVIEW block diagram for TCP reading action in PLC-RIO data communication modules

RIO를 구동하기 한 로컬 디스 이 장치는 범용 

노트북을 사용하 는데, 이는 개발·연구 단계  시스템 

정비·유지보수에서만 사용되며 실제 동작 환경에서는 사

용하지 않는다.

Proface는 선박 내에서 엔지니어가 BWTS를 직  모

니터링하기 한 장치로, 기 실과 함교에 설치된다. 이 

장치는 RIO를 거치지 않고 PLC와 연결되어 매 마다 데

이터를 즉각 업데이트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다.

성 속 송수신은 선박 통신 Gateway와 연결된 선

박 안테나와 INMARSAT 성, 그리고 육상 성 속

국의 LES(Land Earth Station) 간의 통신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연구 환경에서는, 실제 선박의 성 통신이 이더

넷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선박 통신 Gateway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과정들을 단순히 이더넷 통신으로 

체하고 이후의 성 속 통신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시뮬 이션 할 수 있다. 요 고려사항으로, 

성 통신의 비용은 고가이므로 구  과정에서 압축 처

리와 같은 데이터 송 용량을 이기 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2. 육상원격지 측(Land-Office) 장치 구성

Monitoring Server는 선박으로부터 수 시간~수일의 

비교  긴 주기로 BWTS 데이터를 달받아 고장 측

과 분석을 수행하고 진단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장치로, 하드웨어는 범용 PC를 사용하 다.

모바일 장치에는 육상원격지의 엔지니어가 이동 인 

환경에서도 센서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 어 리 이션을 설치하게 된다. 안드로이드 랫폼의 

모니터링 기술을 응용하여 구성하 다
[13].

LabVIEW 소 트웨어는 2011 SP1 버 이다.

3. BWTS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BWTS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물 구성은 그림 2

와 같은 계층  연결 구조를 갖는다. BWTS의 각 센서

들의 정보는 매  마다 생성되어 지속 으로 PLC로 

송되고, PLC에서는 내부 환경설정에 따라 데이터를 수

집, 통합, 처리하여 Proface  내부 DB로 송한다. 기

실과 함교에 설치된 Proface는 매 마다 갱신되는 데이

터 수치를 즉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

인 디스 이를 제공하며, DB는 데이터를 지속 으로 

축 · 장하고 필요에 따라 엔지니어에게 정보를 제공한

다. 여기까지가 선박의 BWTS 련 장치의 기존 네트워

크 형태이다.

RIO는 원격 모니터링의 핵심 인 장치로 LabVIEW

를 통해 작성된 통신 로그램이 동작하여 PLC-RIO 간

의 선박 내부 통신을 수행하고 센서 데이터를 달받는

다. 이를 원격 통신에 합한 형태로 처리  재구성하고 

압축과 암호화를 수행한 후 선박 Gateway 망으로 송

한다. 선박 Gateway 망은 선박 내부에 이더넷으로 구성

되어 있는 외부로 정보 달이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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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용에 필요한 통신 정보들이 이곳에서 취합된 후 

선박 안테나를 통해 성으로 송된다.

성을 통해 달된 정보는 육상 성 속국의 LES

로 달되는데, 인터넷 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패킷의 

목 지 IP로 기록된 Monitoring Server로 데이터가 달

된다. Server에서는 복호화와 압축 해제를 수행 후 데이

터를 장에 필요한 형태로 수집·처리하고 Server 내부

의 DB로 송한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센서 정보는 

DB로부터 호출되어 패턴 그래   통계 형태로 사용자

에게 제공되며, 고장 측과 진단을 해서 량의 데이

터를 호출해 정보 분석을 정기 으로 수행한다. 알고리

즘에 따라 센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단되면 알람

을 제공한다. 모바일에서는 정보 분석 기능들이 축소되

거나 간략화 되어 어 리 이션으로 제공된다. 그림 3에 

이러한 기능들에 해당하는 소 트웨어 모듈의 구성을 표

시하 다.

4. 선박 내부 PLC-RIO 통신 구현

RIO는 통신 수행 과정의 첫 시작으로, PLC-RIO 통신

과 RIO-Monitoring Server 통신 모두 서버-클라이언트 

소켓 형태로 구 되며, 양측 모두 RIO가 클라이언트인 

형태가 된다.

먼  RIO는 PLC와의 기 통신 설정을 해 TCP 

로토콜 연결 열기를 수행한다. 그리고 양측이 시험 패킷

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친 후, PLC의 데이터 메모리 역

에 축 된 센서 데이터를 RIO로 읽어 들인다. RIO는 이

에 수집을 수행한 기록이 있다면, 마지막 수집 시간을 

확인하여 신규 데이터를 단하여 장한다. 그림 4는 시

험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의 일부이며, PLC의 응답을 통

해 다음 TCP read를 수행할 때 Byte 수를 결정하는 부분

을 LabVIEW로 로그래  한 것이다.

그림 5는 PLC-RIO 통신 기에 시험 패킷을 주고받

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자열 값을 보여 다. 패킷 문자열 

값과 통신 연결 기법은 사용된 PLC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Omron 社의 CJ2M-CPU33의 경우, FINS로 

명명된 통신을 수행하며 PLC와 1차 TCP 쓰기/읽기를 

시험 통신으로 수행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들

의 장치 번호를 얻고, 2차 TCP 쓰기/읽기에서 센서 데이

터를 수집한다.

그림 5. PLC-RIO 초기 통신의 패킷 문자열
Fig. 5. The packet strings for initializing in 
       PLC-RIO data communication modules

5. 선박-육상원격지의 RIO-Server 통신 구현

선박 측의 RIO에 수집된 센서 데이터는 사용자가 지

정한 송 주기로 이더넷을 통해 육상원격지의 Monitoring 

Server로 달된다. Server가 미리 특정 포트에서 TCP 

연결 기 상태에 있다가 RIO로부터 TCP 연결 요청을 

받으면 통신 연결이 수행되고 이어 데이터가 송된다. 

데이터의 송이 없을 때 TCP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 

keep-alive 패킷이 사용되지만 송 간격이 2시간으로 

매우 길고 패킷 용량 한 으므로, 고비용의 성 통신

이 수행되는 동안에 TCP 연결을 종료하지 않아도 문제

가 되지는 않는다.

그림 6은 RIO-Monitoring Server 통신에서 발신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RIO 측의 통신 송 모듈을 LabVIEW

로 로그래  한 것이다. 압축  암호화를 한 SubVI

와 4096byte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송하기 한 블록이 

확인된다. 그림 7은 RIO-Monitoring Server 통신에서 수

신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Server 측 통신 모듈을 

LabVIEW로 구 한 것이다. TCP 리스  련 함수들과  

TCP 고정 바이트 읽기 등을 통해 수신자 통신 기법을 응

용한 사례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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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IO 측 선박-육상원격지 통신 모듈
Fig. 6. Onboard-Landoffice communication module

in RIO

그림 7. Server 측 선박-육상원격지 통신 모듈
Fig. 7. Onboard-Landoffice communication module

in monitoring server

그림 8. Server 측 데이터 복호화 모듈
Fig. 8. Data decryption module in monitoring server

그림 9. BWTS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 전달 절차
Fig. 9. Data transfer procedures in BWTS remote

monitoring system

RIO-Monitoring Server 통신은 고가의 요 이 부과

되는 성을 사용하며, 무선 환경에 노출된다는 특성상 

압축  암호화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SA 암

호화 기법에 사용하는 일방향 함수의 수학  특성을 활

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 하 고, 압축 기법은 가장 일반

인 ZIP 형식을 사용하 다. 체 데이터가 모두 암호화

되기 때문에 그림 8에 해당하는 복호화 과정에 다소 시간

이 필요하여 발신과 수신의 체 통신 과정은 략 20~40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BWTS 원격 모니터링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시스템의 특성상 일일 1회 분석으로도 

충분한 만큼 통신에 소요되는 시간은 요 고려사항이 

아니다. 압축과 암호화 과정을 포함한 데이터의 달 

차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Ⅳ. 시제품 통신 실험 및 검증

1. 실험 환경

본 실험에서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시제품의 특성상 

실험 환경을 별도로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림 10

과 같이 연구실에서 결과 테스트를 진행하 다.

그림 10. BWTS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시제품
Fig. 10. BWTS remote monitoring system prototype

20개의 BWTS 센서 데이터 세트를 미리 PLC에 이식

하 으며, 테스트 송 주기를 1분으로 지정하여 1분이 

경과할 때 마다 다음 데이터 세트를 재 송하 다. 각 데

이터 세트는 매  마다 32개의 센서를 측정한 것이며 측

정 시간은 2시간 내외이다. 선박 내부 PLC-RIO 통신은 

유선 이더넷 네트워크를, 선박-육상원격지 간 RIO- 

Monitoring Server 통신은 무선 이더넷 네트워크를 사용

하 다. Server에서는 수신된 데이터의 오류율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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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RIO 측 데이터 전송 테스트
Fig. 11. Data transfer test in RIO 

그림 12. Server 측 데이터 수신 테스트
Fig. 12. Data receive test in monitoring server

그림 11은 통신 달 과정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는

지의 여부를 개발자가 확인하기 한 RIO 측의 

LabVIEW 론트패 의 일부이다. 테스트에 사용될 정

상/비정상의 센서 데이터 타입과 Ballast/Deballast 모드

를 설정할 수 있고, Monitoring Server 측 IP와 선박 리 

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송 주기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송이 실행되면 다음 송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 다. 발신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하단의 배

열 인디 이터에 송된 데이터의 일부가 표시된다.

그림 12는 Monitoring Server 측의 LabVIEW 론트

패 의 일부이다. RIO에서 데이터가 도착하면 송받은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고, 복호에 사용될 2개의 

암호화 키  하나가 표시된다. 데이터 배열에는 송된 

데이터의 일부를 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는 아직 암호

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문자로 표시된다. 

데이터의 수신과 장이 완료되면 그림 13·14와 같이 사

용자의 필요에 따라 패턴 분석, 트 드 확인, 고장 진단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실험 결과 및 고찰

Monitoring Server에서 수신 데이터 크기  오류율

을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 하여 신뢰성 있는 통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 복호  압축 

해제도 정상 으로 수행됨을 확인하 다. 한 RIO 측 

송 주기 시각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도 180

회의 반복 송 동안 1분의 송 주기를 정확히 수행하여 

오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Monitoring Server의 사용자 디스 이에서는 각 센

서 데이터의 수치 그래  출력과 세계 지도상의 선박의 

치 표시, 데이터 로그 등의 정보가 정상 으로 표 되

었으며, 비정상 데이터 용 시에는 알람이 표시됨이 확

인되었다.

그림 13. 트렌드 모니터링 프론트패널[5]
Fig. 13. Trend monitoring front-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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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BWTS 원격 모니터링 진단 모드[5]
Fig. 14. BWTS remote monitoring diagnosis mode

Ⅴ. 결  론

나날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BWTS 개발 경쟁에서 선

두 인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BWTS와 련된 부가

인 기술이 도움을  수 있으며, 원격 모니터링이 이러

한 수단 의 하나이다. BWTS 원격 모니터링은 조선기

자재 기술과 IT 산업이 융합하여 발 하는 미래 선박 산

업의 모습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선박 내 임베디드 네트워크

에서 RIO를 추가 으로 활용하여 통신에 필요한 기능들

을 구 하는 것은 BWTS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리에 편의성을 증 시킬 것이다. BWTS와 련된 기

술 에서 성을 통한 원격 유지보수  모니터링 체계

는 국내외 무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이를 구 하고  

개발 임웍을 확보하 다. 향후에는 이를 보다 확장

하여, 재는 여러 기업 간 기술이 상이하여 표 화가 어

려운 체 선박 시스템을 기업 력을 통해 하나로 통합

하고, 선박 내 모든 주요 시스템에 하여 종합 인 원격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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