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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IoT ․ 빅데이터 인프라 기술 개요

1. 서 론

1.1 조선해양산업과 IoT ․ 빅데이터

현재 대한민국의 조선해양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 

및 일본의 新넛크래커 위기 등으로 수주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해양 산업에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SW 중심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하며, 

특히 중소 ICT 기업의 조선해양 산업 신규 창출의 마중물 역

할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조선해양 산업 초일류화를 지원하기 위

한 기반핵심기술인 "조선해양 IoT·빅데이터 인프라 기술"은 

"ICT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1)사업의 기반기술 분과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조

선해양산업의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의 인더스트

리 4.0에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독

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산업현장의 모든 생산정보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

내 조선해양 산업에도 네트워크로 연결된 장비를 통해 조선산

업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 중심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근본적 산업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

해서는 선박, 야드 등에 존재하는 센서, 기기, 장치들로부터 

표준화된 방식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제어, 관리하고 공

통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IoT 네트워크, 장치, SW플

랫폼 기술인 조선해양 IoT(Internet of Things)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며,  설계, 생산, 물류, 안전관리, 아웃소싱, 인도 후 관

리 등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생성되는 실시간/비실시간의 정

형/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 기능을 지원하는 조선해양 

빅데이터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다.

1.2 조선해양 IoT·빅데이터 인프라 기술 개발

"조선해양 IoT·빅데이터 인프라 기술 개발"과제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조선해양 데

이터통합 및 응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선해양 산업용 IoT 플

랫폼 및 빅데이터 인프라 기술을 개발 하는 과제이다. 

사물인터넷 국제표준인 oneM2M2) 기반의 조선해양 IoT 플

랫폼을 통해 조선소 야드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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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플랫폼을 통한 수평적 통합서비스 모델

공통기능 IoT 장치 구조

통해 야드 현장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에 서비스별로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구조에서 IoT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평적 구조로 통합하여 다

양한 서비스간의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IoT플랫폼을 통해 조선소 야드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

보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장비 예지보전, 

안전관리 및 생산성 향상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조선해양 응

용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조선해양 산업을 위한 IoT·빅데이터 플랫폼의 개발과 현

장 적용을 위해 본 과제는 조선해양 센서 및 기기의 표준화된 

개발지원을 위한 공통기능 IoT 장치, 실시간/고신뢰 서버 탑

재형 조선해양 IoT 플랫폼 기술, 단말 탑재형 조선해양 IoT 

SW 플랫폼 기술, 조선해양 IoT 플랫폼 연계기반 조선해양 응

용서비스 클라우드 기술, 조선해양 데이터에 특화된 빅데이터 

전처리/스트림처리/분석/시각화엔진 SW기술로 구성된다. 또

한 시스템 통합, 검증 및 기반기술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을 추진한다.

본 과제는 전자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상용 IoT 플랫폼 전

문 기업인 엔텔스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인 데이터스트

림즈에서 진행하고 있다.

2. 본 론

본 장에서는 조선해양 IoT,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성하는 주

요 요소인 공통기능 IoT 장치, 조선해양 고신뢰 IoT 플랫폼, 

단말탑재 IoT SW 플랫폼 및 조선해양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

한 개발 내용과 추진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고 현장적용 추진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1)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

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선해양 ICT융합 

장비구축 및 R&D사업으로 '16년부터 5년간 1,074억원 투자  
2) http://www.onem2m.org

2.1 공통기능 IoT 장치 

공통기능 IoT 장치는 Ship/Shipyard에 적용하기 위한 센서 

및 기기의 표준화된 개발지원을 위한 레퍼런스 장치이다. 조

선해양 산업에 필요한 디바이스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공통기

능 IoT 장치는 디바이스 코어블록, 조선해양 장비 연동 인터

페이스, 멀티모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디바이스 코어블록은 조선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산업용 디

바이스의 기본 기능을 담당하며 컴퓨팅 블록과 전원/메모리 

등 디바이스 관리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멀티

모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조선소 현장에서의 다양한 네트

워크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조선해양 

IoT 플랫폼과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기술을 포함한다. 조선해양 장비 연동 인터페이스는 조

선현장에 존재하는 기존 장비와 연동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여 기존장비를 IoT 디바이스화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기술을 포함한다. 장비 연동 인터페이스는 조선소 현

업 부서와 VOC를 진행하여 조선현장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

는 인터페이스를 우선 적용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2 실시간 고신뢰 조선해양 IoT 플랫폼

조선해양 IoT 플랫폼은 oneM2M 사물인터넷 국제표준을 



특집 ▶▶▶ 조선해양 IoT ․ 빅데이터 인프라기술

18 대한조선학회지┃제 55 권 제 2 호

Blocking 및 nonBlocking request 절차

High availability 및 QoS 지원 구조

기반으로 조선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실시간 고신뢰 기능을 

지원하는 IoT 플랫폼이다. 조선해양 IoT 서버 플랫폼을 통해 

조선소 야드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유연한 장비 확대 및 응용서비스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조선해양 IoT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IoT 디

바이스의 정보를 산업 환경에 맞추어 높은 신뢰성과 실시간성

을 통해 수집, 관리하는 기본 기능과 이들 IoT 디바이스를 위

한 접근 제어, 인증, 사용자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 등의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원격지의 디바이스 상태를 실시간 

체크를 통한 즉각적인 장애 대응 기능, 스마트 용접/스마트 

크레인/스마트 트레이 등 서비스 운영, 프로젝트 운영 및 활

용을 위한 IoT Device 모니터링 및 관리, 통합 위치 정보 등

의 기능을 제공한다. 

조선산업 환경에 사용가능한 실시간 고신뢰 기능을 제공하

기 위하여 HTTP 기반의 RESTFUL API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Sync/Async non-blocking request 프로토콜 지원 기

능과 Block data 전송을 지원하는 기능 및 timeseries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조선해양 IoT 플랫폼은 다양한 IoT Deivce의 프로토콜 바

인딩을 지원하기 위해서, MQTT(S)3), CoAP4), HTTP5) 등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지원한다.  CCTV 등 실시간 스트리밍 데

이터를 전송하는 IoT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스트리밍 엔

3)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4)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5)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진도 조선해양 IoT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IoT 

Device 관리, 서비스 운영 관리 이외에도 IoT Device 개발자, 

응용 서비스 개발자를 위한 oneM2M OPEN API 테스트 도구, 

서비스 개발자 Toolkit 등의 개발들의 개발 편의를 위한 도구

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조선해양 IoT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네트워크 

장애 및 인프라 장애 시에도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서비스 QoS 설정, 데이터의 Forward & Save 방식으로 설계 

구축한다.

고신뢰 조선해양 IoT 플랫폼을 위하여 아래의 3가지 기능

을 제공한다. 

∙ High availability 및 QoS 

∙ 원격 디바이스 제어 및 관리

∙ 통합 위치 정보 제공

조선해양 IoT 서버 플랫폼은 고신뢰 데이터 송수신 및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Inbound(HTTP, MQTT), Outboud(HTTP, 

MQTT)에 대해 컨트롤이 가능해야 하며, 무중단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DB SKIP 기능을 제공한다. DB SKIP은 데이터 저장 

데이터베이스의 과부하 또는 네트워크 장애 등이 발생하더라

도 외부 서비스 영역으로 중단 없이 데이터들을 전송하기 위

한 기술이다. 

 원격 디바이스 제어 및 관리 기능은 원격지 단말 제어 기

능 및 원격 단말 서비스 관리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원격지에 

있는 스마트 용접기 등의 조선해양 IoT 디바이스 진단 및 제

어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원격지 단말 서비스 기능 

제공을 통해 원격지 서비스 및 단말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

다. 필드 장비 운영 요원은 트레이, 스마트 용접기 등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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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디바이스 제어/관리 기술

통합위치정보 제공 기술

단말탑재 IoT SW 플랫폼 구조

Non-Blocking 지원을 위한 단말탑재 SW 플랫폼 구조

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조선해양 IoT 서버 플랫폼은 IoT 단말의 위치 관리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이동형 조선해양 IoT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고

정형 IoT 단말의 위치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위치 관

리 단말 서비스 관리 및 지도 상에 표기하는 기능 제공을 통

해 위치 서비스 및 단말을 관리할 수 있다.

2.3 조선해양 단말탑재 IoT SW 플랫폼

단말탑재 IoT SW 플랫폼은 IoT 디바이스 개발자가 

oneM2M 표준 프로토콜을 완벽히 구현하지 않더라도   

oneM2M 기반의 조선해양 IoT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한 단말에 탑재되는 SW 플랫폼이다. 단말탑재 IoT 

SW플랫폼은 디바이스 응용 SW 연동 모듈과 조선해양 IoT 플

랫폼 연동모듈로 구성된다. 

디바이스 응용 SW 연동 모듈은 센서/액츄에이터를 제어하

는 디바이스 응용 SW로부터 조선해양 IoT 플랫폼의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수신할 수 있도록 간단한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조선해양 IoT 플랫폼 연동 모듈은 디바이스 응용 SW 

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HTTP 프로토콜 및 MQTT 프

로토콜을 통해 조선해양 IoT 플랫폼에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리소스 정보를 수신한다. HTTP기반으로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Blocking 및 non-Blocking 트랜잭션을 지원한다. 단말

탑재 IoT SW 플랫폼을 통해 디바이스 개발자는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센서 및 액츄에이터 제어에 집중할 수 있다.

단말탑재 IoT SW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조선해양 디바이스

를 제어하기 위해 oneM2M 표준의 Subscription & MQTT 

Notification 기반 제어를 지원한다. 단말탑재 IoT 플랫폼은 제

어에  필요한 subscription을 생성하고 notification 수신을 대

기한다. 또한 조선해양 IoT 디바이스는 실시간 notification을 

수신하기 위하여 pub/sub 구조의 경량 IoT 프로토콜인 MQTT

를 사용한다.

2.4 조선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조선해양 빅데이터 플랫폼은 조선해양 IoT 플랫폼에서 생

산되는 실시간 디바이스 데이터와 조선산업의 다양한 정형 ․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며 조선해양 산업에서 요구되

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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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지원 실시간 조선해양 디바이스 제어 기술

TeraStream BASS 데이터 수집 도구

 조선해양 빅데이터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통합, 수

집 및 저장을 위한 기반기술이 필요하다.

Shipyard의 기 보유 정형 데이터 융합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및 ETL 기술

지능화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계학습 및 통

계 분석기반의 조선해양 데이터 분석 모델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조선해양에 적합한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시각화 모델 및 시각화 분석 기술

다양한 비즈니스 적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프레임워

크 SW 기술

빅데이터 플랫폼은 웹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자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WAS,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저장소에 저장하는 데이터 수집서버, 그리고 실제 데

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렇게 크게 세 가

지로 구성되어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

데이터 수집 서버 :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수집되

어 있는 서버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 기계학습, 통계 등과 같은 작업으

로 결과를 도출하는 플랫폼으로 Web UI를 통해서 사용

자가 쉽게 작업을 생성/실행/모니터링 할 수 있다.

Daemon : WAS 서버로부터 작업 명령을 받으면 스케

줄러를 통해 작업을 내린다.

Engine : 별도의 I/O를 통해 비정형 실시간 데이터를 자

체 Matrix 구조의 Buffer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Controller

는 외부 API(Tensorflow, R)와의 연동을 담당한다.

Visualization :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그래프, 표 등으로 

표현한다.

WAS : 사용자는 Web Browser를 통해 WAS에 접속하여 

기계학습, 통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2.4.1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플랫폼 수집 도구 TeraStream BASS는 사용자 

라이브러리인 BCI(BASS Client Interface)와 BDI(BASS Data 

source Interface)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BASS 저장/검색 

서버에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위의 그림은 BASS의 구조도이다. BASS는 기본적으로 메

모리에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구조로 각 Node에 BASS

가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할당하고 여기에 BDI로부터 수집되

는 데이터를 직접 BASS Node에 고속으로 인덱싱하여 저장한

다. BASS는 Slave Node의 메모리를 메모리 Block으로 나누

어 관리하여 1차적으로 데이터는 메모리에 넣고, 메모리 상의 

임계치를 넘게 되면 데이터를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에 자동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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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데이터 분석 플랫폼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웹 기반으로 된 서비스와 분석 플랫

폼으로 나뉜다. 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분석하고자하는 

데이터, 모델, 기계학습 방법을 설계하고 Thrift 방식으로 데몬

을 실행시켜 분석 엔진을 동작 시킨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동작 절차이다.

① 분석 작업 실행 :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실

행하며 분석할 데이터의 위치, 모델링, 결과 저장 위치 

등의 설정을 진행한다.

② 작업 내용 저장 : 사용자로부터 작성된 작업 내용을 

Repository에 저장한다.

③ 분석 작업 요청 : Thrift를 통해 명령을 실행하고 Daemon

은 Thrift Server를 통하여 Engine(분석) 모듈을 실행한다.

④ 작업 내용 읽기 : DB Library를 통해 Repository에 저장

된 작업정보를 읽는다.

⑤ 분석 작업 실행 : Engine 모듈 실행 시 필요한 설정을 

스크립트로 생성하고 데이터 분석을 실행한다.

⑥ 데이터 읽기  : Source 종류에 따라 매트릭스 구조의 메모리

에서 별도의 Data Interface 모듈을 통해 데이터를 읽는다.

⑦ 분석 결과 저장 : 분석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분석하

고 결과를 저장한다.

⑧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실행 중인 Engine 모듈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⑨ 실행 결과 저장 : Engine 모듈의 실행에 대한 실행시간, 

소요시간, 성공/실패, 기타 등의 실행 결과를 Repository

에 저장한다.

⑩ 결과 로그 읽기 : 로그는 실시간으로 읽어 시각화한다.

⑪ 결과 작성 : 다양한 차트를 사용하여 그래프, 도표 등 분

석 결과를 작성한다.

⑫ 결과 확인 :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아래의 그림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구조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2.4.3 시각화 모듈

시각화 모듈은 분석 모델 생성을 위한 웹 화면을 제공하며 

선택된 설정 값을 바탕으로 Python 코드 Generator 및 Editor

를 통하여 단일화된 환경에서 학습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모델을 생성한 후 훈련 데이터를 통하여 모델을 학습시키

며, 학습된 모델을 통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실시간 수집된 학습 데이터와 예측한 데이

터를 라인차트로 학습 결과를 시각화한 화면이다. real_data

는 실제로 쌓이고 있는 데이터이고, prediction_data는 예측한 

데이터이다.

분석모델 훈련 화면

실시간 데이터 조회 화면

2.5 조선소 현장 적용

조선해양 IoT·빅데이터 플랫폼을 조선소 현장에 적용하여 

조선해양 산업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IoT·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조선소 현장 적용 

PoC(Proof of Concept)를 추진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조선소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PoC를 추진한 내용이다. VoC를 통해 파악된 조선소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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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디지털 용접기, 크레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대

상으로 하였다. 디지털 용접기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용접 

데이터 수집,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크레인 데이터 수집, 신

규 센서 설치를 통한 환경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 현장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IoT 

플랫폼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용접 작업 모니터링 서비스, 

크레인 모니터링 서비스,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

며 조선 현장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PoC의 진행을 통해 통합 IoT플랫폼을 통한 기존의 응용시

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사일로 구조(시스템별 장치-네트워크-

플랫폼-서비스)를 극복하고 각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공

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IoT, 빅데이터 플랫폼 PoC

아래의 그림은 조선소에서 자재 관리에 대한 현장 요구 사

항에 대응하여 IoT 플랫폼을 통한 자재관리 서비스 개발을 추

진한 내용이다. 단말탑재 IoT 플랫폼과 Load cell 인터페이스

를 통해 재고정보를 IoT 플랫폼에서 수집하고 웹을 기반으로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재고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

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재고관리 서비스

스마트 재고관리 서비스 UI

3. 결 론

조선해양 IoT·빅데이터 기술은 조선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선소 야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

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기술이다. 

본 IoT·빅데이터 인프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응

용마다 별도의 단말-서버-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발/

구축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IoT·빅데이터 인프라를 통하

여 조선소 야드 정보를 통합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 

조선해양 IoT·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조선소 야드 장비 

모니터링, 물류 및 자재 모니터링, HSE 분야, 장비 유지 보수 

분야 등 다양한 현장 모니터링 및 공정/품질 향상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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