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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음

요  약

최근 세계 인 조선 시장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선박 시스템 원천기술 확보의 요성이 지속 으로 부각되어 

오면서, 세계 으로 선박 시스템 원천기술 확보를 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해 해당 분야의 원쳔기술을 확보하고자 추진제어시스템의 원격운용장치의 구 에 

하여 연구 하도록 한다.

ABSTRACT

Although recent years whole of shipbuilding market is seriously stagnant, an importance of ship fundamental technology issues has been 

increased. Accordingly diversity attempts to get various solutions are in progress by national support. Therefore, in this paper it deals with a 

remote operation control system which is a part of propulsion thruster system. it is proposed a propulsion thruster remote operation control 

system which is developed by localization technology as well as the methods not only to design hardware and software but to develop 

hardware an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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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우리는 조선 시장의 침체기를 격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재의 공황에 따른 피해가 가 되며 국내뿐 아니

라 세계 으로 조선 시장의 축을 가져오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선산업의 망은 2020년까지 세

계 선박시장의 건조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조선시장의 침체기는 곧 벗

어날 것이란 낙 인 망아래 조선 시장의 세계 인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국내 선박 건조 기술

은 세계 최고의 수 임에 분명하나, 선박 내 요 시스템

들은 국외 장비들에 의존하는 것이 실이다. 이러한 상

황 속에 1995년까지 세계시장의 2.1%에 불과하던 국

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확보된 지하자원, 렴한 노동

력 등을 무기로 2005년 한국, 일본에 이어 조선업계 3

로 부상했으며, 일본은 한국 견제를 해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를 국에게 과감히 공개, 한국과 국 간

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2]. 한 2009년에는 국이 한

국과 일본을 제치고 해당분야에서 1 를 차지하는 상황

이 발생하기도 하 다. 이는 선박 내 시스템 설계  개

발 기술이  수  비 월등한 도약 없이는 향후 조선시

장의 성황이 도래할 때 선진 외국사들  국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발 국가의 기업들에 의해 국내  선박 시스템 

기술의 미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반

증하는 것이다. 한, 선진 외국사들의 핵심기술 보호 추

세와 후발주자의 기술 모방과 렴한 생산성 등의 외  

변화 속에 선박 핵심시스템의 국산화 개발로 고부가가

치 확   국제 인 시장⋅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 이다. 한,  세계 으로 e-navigation 의 선박 

통합화  육상 지원체계에 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

고 있어 차세  선박 기술 확보를 한 선박 핵심시스템

의 원천기술 확보를 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3]. 

재 선진 외국사의 경우 선박에 용되는 추진  발 , 

기   화물 등 주요 시스템들을 추진제어시스템으로 

통합화 하고, 다양한 용 시스템  제품군을 통해 국내

외 시장을 독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추진 제어시스템에 련된 국

산화 연구 사례는 모 기업에서 자체 연구를 수행하 으

나 실용화 되지는 않았으며. 외 으로 발표되지는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의 국

산화 연구 방향에 맞추어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 원격 운

용장치의 설계방안을 제시하고, 하드웨어  소 트웨

어와 고  제어 알고리즘에 한 원천기술을 축 하고

자 한다. 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추진제어 시스템의 여

타 장비와 함께 연동하여 통합 인 선박 추진제어 시스

템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Ⅱ. 선박 추진제어시스템의 기본개념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은 주기엔진의 원격조정을 기

본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선박의 체 운항을 담당하

는 시스템이다. 추진제어 시스템은 세부 으로는 주기 

엔진의 신뢰성  안  운항과 속도  동작 상태 등의 

원격제어를 하며, 운항  선박의 상태를 감지하여 선

박의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4][5][6]. 그림 1은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의 기본 구성

도를 보여 다.

그림 1. 추진제어시스템 기본개념도
Fig, 1 a Ship Propulsion Thruster System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은 에서 언 한 것처럼 메인

엔진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메

인엔진 제어를 해 이와 련된 여러 장비들로 함께 구

성된다. 즉,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은 이러한 장비들을 

Bridge, Engine Control Room, Engine Room에서 오퍼

이터에 의한 조작을 통해 시스템의 유기 인 동작을 수

행하여, 신뢰성과 안 성을 보장하는 선박 운항제어 시

스템인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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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박 추진제어시스템 원격운용장치

3.1 원격운용장치 개요

선박 추진제어시스템 원격운용장치는 선박내 추진

제어시스템과 련된 장비들과 상시 연동되어 운용되

며, 오퍼 이터가 선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제

어를 한 목 으로 주로 사용한다. 선박 추진제어시스

템 원격운용장치는 선박 추진 제어 상태  주기엔진 운

 상태를 오퍼 이터에게 제공한다. 다시 말해 원격 운

용장치는 오퍼 이터와 사용자간의 정보 교환을 담당

하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선박의 운용정보와 험상

황 감지 등에 한 결과를 오퍼 이터에게 시각  청각

 데이터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운용장치는 속도 달장치의 조작 정보를  상호 

동기화하고, 오퍼 이터에게 실시간 으로 시각  데

이터를 제공함으로서 추진제어 시스템의 운용에 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한, 원격운용장치는 선박내의 모

든 데이터가 수집 가능하여야 한다. 선박의 운항 정보는 

VDR을 통해 장되는데, 원격운용장치가 VDR과 연동

하여 선박 운용정보를 송  장하는 기능을 담당한

다. 그림 2는 추진제어시스템의 속도 달장치를 으

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속도제어장치

2Layered Communication Line

속도측정장치
Engine Safety 

System
Main Engine 
Interface Unit

추진제어원격운용장치

그림 2. 원격운용장치 기본 블록도
Fig. 2 Remote Operation Control System Basic Block 

Diagram

3.2 원격운용장치 하드웨어 구조

원격운용장치는 선박 운행 정보를 모두 모니터링 하

여야 하고, 선박내 VDR과 통신을 통해 운항정보를 실시

간 백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원격운용장치는 오퍼

이터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입·출력 장치에 하

여 오퍼 이터 편의 사항이 부각되어야 한다. 한, 오퍼

이터의 찰빈도가 높은 운용정보에 하여 원터치 

감시가 되어야 하며, 응  상황에 한 처가 빠르고 쉽

게 이루질 수 있는 입력 인터페이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다양한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 부분에 해서도 선박내 통신환

경을 반 하여 모든 통신의 이 화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 한 하드

웨어를 설계 하 다. 그림 3은 설계된 하드웨어의 블록

도를 나타낸다.

LED LAMPs
(10EA)

Buzzer for System Alarm

RS422
(Serial 

Communication)

32Bit Processor
ARM RISC

LCD Interface

Operation Method 1
(Wheel Knob Encoder)

Operation Method 2
(Touch Screen)

DC Power
(20V~28V)

Push Button 
(10EA)RS485

(Serial 
Communication)

RS232
(Debug)

4Channel 
Potentiometer Input

2 Channel Ethernet
2 Channel Ethernet

2Channel CAN
2Channel CAN

Relay Out
2Channel Relay Out

그림 3 . 설계된 하드웨어 블록도
Fig. 3 Designed Remote Operation System 

Hardware Block Diagram

3.3 원격운용장치 소 트웨어 구조

원격운용장치 Software는 원격운용장치의 특성상 원

격 운용장치내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제어하고, 추진제

어시스템의 여타 장비들과 상시 통신을 유지하여야 하

며, 오퍼 이터와의 시각 인 정보교환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제요구 사항으로 볼 때 디바이스들

을 컨트롤이 용이하여야 하며, Application이 고효율성

을 가진 고  로그램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리 스를 

시스템 OS로 선정하고, OS수 의 디바이스드라이버를 

제작하 다. 그림 4는 설계된 소 트웨어에 한 계층 

구조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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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계된 소 트웨어 구조
Fig. 4 Designed Sofrware Organization

3.4 원격운용장치 Application 구조

3.3에서의 설계된 Software 구조를 기반으로 QT를 이

용한 Application을 작성하 다.

Application은 원격운용장치내 Hardware에 한 각각

의 처리를 해 Thread를 구성하고 있으며, 오퍼 이터

와 원격운용장치 사이의 데이터 입출력을 한 Thread

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5는 Application의 구조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어 리 이션 흐름도
Fig. 5 Application Flow

다음 그림 6과 7은 원격운용장치에서 사용하기 한 

개발된 User Interface에 해 보여 다.

그림 6. 어 리 이션 User Interface 1
Fig. 6 Application User Interface 1

그림 7. 어 리 이션 User Interface 2
 Fig. 7 Application User Interface 2

Ⅳ. 실험결과  분석

4.1 원격운용장치 Hardware 랫폼

재 개발된 원격운용장치 하드웨어는 RISC 기반의 

ARM Core 랫폼을 사용하 다. 

그림 8. 원격운용장치 하드웨어
Fig. 8 Remote Operatio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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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운용장치 하드웨어는 입출력을 한 IO Board와 

Base Board로 구성하 다. 본 실험에서 기본 인 하드웨

어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는다.

4.2 통신테스트

추진제어 시스템은 기본 으로 CAN Protocol을 사용

하므로, 원격운용장치에서도 CAN의 이 화를 구성하

여 테스트를 진행하 다. 테스트는 Server와 Client 형태

로 진행하 고, Server는 PC이고, Client는 원격운용장치

가 된다. CAN 통신의 Frame은 Standard Frame Format을 

사용하 다. 그림 9은 CAN Device의 Standard Format을 

보여 다.

그림 9. CAN Device Standard Format
Fig. 9 CAN Device Standard Format

그림 10은 Server에서 보낸 데이터를 Client에서 

Parsing을 통해 결과를 보여주며, 해당 데이터는 속도

달장치의 데이터이다.

그림 10. CAN 통신 테스트
Fig. 10 CAN Communication Test

4.3 어 리 이션 테스트

어 리 이션은 개별 장치로부터 정보 달을 받아

야 하나 재 개별 장치들이 개발 에 있으므로, 속도

달장치의 추진제어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들

에 해서는 Server로부터 달 받는다. 그림 11은 Main 

화면으로서 RPM 정보와 Air Press, Fuel Level등을 보여

다. 

그림 11. 어 리 이션 메인화면
Fig. 11 Application Main Screen

그림 12는 엔진의 Limiter 상태를 보여주고, 그림 13은 

추진제어 시스템의 Engine Safety Group에 한 정보에 

해 보여 다.

그림 12. 어 리 이션 Limiter 화면
Fig. 12 Application Limiter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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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어 리 이션 Engine Safety 화면 
Fig. 13 Application Engine Safety Screen

Ⅴ. 결  론

재 조선시장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선산

업의 침체기는 곧 벗어날 것이란 낙 인 망을 하고 

있다. 이에 국내 조선분야는 선박 건조 기술 비 선박 내 

주요시스템의 핵심기술 부재에 따른 원천기술을 확보

하고 향후 조선 시장의 호황기가 도래했을 때 축 된 기

술  노하우로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한 다양한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박 추진제어시

스템의 국산화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한 일환

으로 선박추진제어 시스템 원격운용장치의 구 에 

해 연구하 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원격운용장치에 

한 시스템 분석을 하 고, 이를 토 로 시스템의 설계와 

구 을 통해 원격운용장치에 한 노하우를 확보하

다.  한, 재 본 연구와 함께 연구 개발 인 추진제어 

시스템의 여타 장비들과 해당 연구 사업이 마무리 될 무

렵이면, 추진제어 시스템을 통합 구축할 수 있는 원천기

술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감사의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 인 “디지털 선박의 추진제어시스템 랫폼 개발” 

사업의 연구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기 의 후원에 감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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