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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 ICT융합 장비를 개발하여 선박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환경시험과 기능시험이 요구된다. 환경시험은 대상 장비가 선박 및 해상환경에서 동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내구성
을 만족하는지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시험은 대상 장비가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고유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
는지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선박 ICT융합 장비에 대한 환경시험 가능 기관은 227여 곳에 달하는 반면, 기능
시험 가능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선박 ICT융합 장비 기능시험 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본 논
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선박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항해통신장비의 기능시험 체계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
룬다. 주요 내용은 대상 장비의 기능시험을 단일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의 두 단계로 수행함으로써 시험 결과의 신뢰
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단일 테스트는 대상 장비의 고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통합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다른 항해통신장비와 조화롭게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 테스트에 요구
되는 부가 연동 장비 등의 필수 기능 요소와 통합 테스트에 요구되는 연계 및 확장 요소를 분석한다.

ABSTRACT

The maritime ICT-convergence equipment are essentially required to a type approval (TA) certification that needs 
environmental and functional tests, to install in vessel. The environmental test is to experiment the possession for required 
durabilities of the target device in maritime environment, and the functional test is to check the required functions of target 
equipment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 In Korea, the environmental testing facilities amount to 227 sites, but there is 
no functional testing facility. Because of this, we establish a function test facility for the maritime ICT-equipment. In this 
paper, we analyze and design the functional testing requirement and required interlocking simulators for digital interfaces 
and navigation communication equipment. We propose the 2-steps of functional testing procedures, which are single test 
and integration test,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esting result. The single test is to examine own functions of the target 
device, and the integration test is to check harmonized operation with other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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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박 ICT융합 장비는 안전 항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에 필수적 혹은 선택적으로 탑재되는 전

자통신장비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선박자동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전자해도표

시장치(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선박 레이더(RADAR), 선박통합항해장치(INS,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등이 있다. 이러한 선박 

ICT융합 장비 중, 안전 항해에 필수적인 항해통신장비

는 SOLAS(safety of life at sea) 협약에 의해 과거부터 

의무적 탑재가 요구되고 있으며, e-Navigation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필수 탑재 대상 장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

세이다. 또한, 스마트·자율운항 선박 실현을 위하여 선

택적으로 추가 탑재되는 선박 ICT융합 장비의 수가 크

게 증가할 전망이다[1-4].
한편, 이러한 선박 ICT융합 장비를 개발하고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한 형식승인(TA, type approval)
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국가별·선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형식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시험과 기능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5]. 여기서 환경시험은 대상 장

비가 온습도, 진동·소음, 염수분무, 방수·방진, 전자파 

등 선박환경과 해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

해 요구되는 내구성 및 규격을 만족하는지 시험하는 것

을 의미하며, 기능시험은 대상 장비의 고유의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 항

해통신장비 환경시험의 경우, 이를 위한 국제표준인 

IEC 60945를 기반으로 수행하며[6], 기능시험의 경우, 
각 장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표준을 기반으로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이 복합하고 어

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 선박 ICT융합 

장비에 대한 환경시험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전문기

관은 전국 227여 곳에 달하는 반면, 기능시험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전문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형식승인 절차는 선박 ICT융합 장비 제조사가 

국제표준에 근거한 시험절차서와 대상 장비에 요구되

는 기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생성 시뮬레이터 

등을 함께 개발한 다음, 대상 장비와 연동하여 요구 기

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국가 기정 형식승인 기

관의 검사관의 입회하에 시험함으로써 형식인증을 획

득하였다. 이는 시간적·비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박 ICT융합 

장비의 체계적인 기능시험이 가능한 시설의 구축이 요

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박 ICT융합 장비의 형

식승인을 위한 기능시험 시설의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을 도출하고, 주요 선박 항해통신장비 및 디지털 인터

페이스의 기능 요구사항 및 기능시험 절차 등을 분석하

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Ⅱ. 선박 ICT융합 장비의 형식승인 절차

2.1. 국내 선박 ICT융합 장비 형식승인 절차 분석

선박 ICT융합 장비는 형식승인의 획득이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시험과 기능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시험은 다양한 외부 변수

가 존재하는 선박 및 해상환경에서 대상 장비가 정상적

으로 동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물리적 성능을 만족

하는지 시험하는 것이고, 기능시험은 대상 장비 고유의 

기능과 예상되는 결과의 부합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국내 전자 장비 관련 환경시험 시설 보유 

기관은 2018년 2월 기준 약 227여 곳에 달하나 기능시

험 시설 보유 기관은 전무한 상황이다[7].

Fig. 1 Numbers of domestic environmental test facilities 
for ICT (electronic) equipment 

국내의 경우, 이러한 기능시험 시설 혹은 체계적 시

험절차의 부재로 인하여 기존에는 검사관 입회하에 대

상 장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형식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 

ICT융합 장비 제조사가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대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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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요구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절차서를 

비롯하여 제반 데이터 생성 시뮬레이터 등을 함께 개발

한 후, 대상 장비와 연동하여 요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사관이 검토한 후 입회하여 시험함으

로써 형식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외 선주 

등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선박 ICT융합 장비 제조사는 대상 장비

의 기능시험이 가능한 국외 기관이나 선급을 통해 형식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때 소요기간은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보다 신뢰성이 향상된 형식승인을 위한 체

계적인 기능시험 시설 및 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박 ICT융합 장비의 기능시험 시설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2. 선박 ICT융합 장비 기능시험 시설 개요 및 범위

선박 ICT융합 장비 기능시험 시설은 선박에 탑재되

는 항해통신장비 및 전자장비의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

을 위한 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약 80억원 규모로 현재 구축 

진행 중이다. 이는 선박 ICT융합장비 개발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국내외 제조사들의 형식승인 

획득을 위한 기능시험의 지원을 통해 소요되는 시간·비
용 절감 등을 위한 시험·인증 지원이 주목적이다. 그림 

2에 기존과 시설 구축 후의 형식인증 절차 비교를 나타

냈다. 이밖에도 시설 구축 범위에는 선박 기관부 전자

장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Fig. 2 Comparison of existing and enhanced TA procedure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능시험을 위해서는 국제표준 

기반의 시험절차서와 대상 장비와 연동하여 기능 동작

을 확인하기 위한 연동 데이터 시뮬레이터 등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ICT융합 장비 중, 선박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주요 항해통신장비 7종의 기능시험을 위

한 연동 데이터 시뮬레이터 등 포함하는 일련의 장비와 

기능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분석

하고 개발한다. 추가적으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는 IMO MSC Circ.1512(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람문 1512) 기반의 e-Navigation 소프트웨어 품질보

증(SQA, software quality assurance) 및 인간중심설계

(HCD, human centered design) 가이드라인[8]을 선박 

ICT융합 장비에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 다

루는 장비와 관련 국제표준을 표 1에 정리하였다.

Targets International standards

1 Digital Interface IEC 61162-1,2,3,450

2 AIS IEC 61993-2, 62287

3 ECDIS IEC 61174 ed.4

4 VDR IEC 61996-1

5 Ship RADAR IEC 62388 

6 TCS IEC 62065 ed.2

7 INS IEC 61924-2

8 BAM IEC 62923-1,2 (CDV)

9 e-Navigation SQA/HCD IMO MSC Circ. 1512 

Table. 1 International standard for target systems

선박 ICT융합 장비 기능시험 시설에서 대상이 되는 

선박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주요 항해통신장비의 간략

한 기능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관한 국제표준은 IEC 

61162-1, 2(NMEA0183), IEC 61162-3(NMEA2000), 
IEC 61162-450으로 선박 항해통신장비 간 상호 연동을 

위한 목적으로 정의되었다. IEC 61162-1,2는 시리얼 통

신, IEC 61162-3은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 
IEC 61162-450은 이더넷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2)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선박의 위치, 속도 등을 송

수신하기 위한 장비로 이에 대한 국제표준은 Class 및 

모듈화 방식에 따라 IEC 61993-2(Class A), IEC 62287-1 
(Class B, CSTDMA), IEC 62287-2(Class B, SOTDMA)
에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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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해도표시장치는 전자해도(ENC, electronic 
navigation chart)를 기반으로 항로계획, 항로감시 및 충

돌회피 등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 선박 의

무 탑재 장비로, 국제표준 IEC 61174에서 이에 관한 기

능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4) 항해기록장치(VDR, voyage data recorder)은 선

박의 운항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 음성, 영상 등을 기록

하는 선박 의무 탑재 운항데이터기록장치(선박용 블랙

박스)로 국제표준 IEC 61996-1에서 관련 기능 및 시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5) 선박 레이더(RADAR)는 반사파를 통해 자선 주

변의 타선이나 장애물을 탐지하는 의무 탑재 장비로, 
국제표준 IEC 62388에서 시험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고 

있다.
(6) 항적제어장치(TCS, track control system)는 사전

에 설정한 항로를 추종하며 항해자 개입 없이 선박이 

자동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자율

(autonomous) 항해지원 장치로 국제표준 IEC 62065에
서 관련 시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7) 통합항해장치(INS,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는 항로감시, 충돌회피지원, 항해상태 및 데이터 표시, 
경보관리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항해사가 항

해 관련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장치

로 IEC 61924-2에 기능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다.
(8) 선교경보관리(BAM, bridge alert management)는 

선교에서 각종경고를 통합하여 인간중심적으로 표시하

고 관리하기 위해 현재 제정 작업(CDV, committee 
draft for voting)이 진행중인 표준으로 IEC 62923에 관

련 요구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9) IMO MSC Circ.1512에서 권고하고 있는 

e-Navigation 소프트웨어 품질보증(SQA) 및 인간중심

설계(HCD)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e-Navigation 
실현을 위한 선박 ICT융합 장비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Ⅲ. 항해통신장비의 기능시험 체계 및 
단일 테스트를 위한 연동 장비 요구사항

3.1. 주요 항해통신장비의 기능시험 체계

선박 ICT융합 기능시험 시설에서 선박 디지털 인터

페이스 및 항해통신장비의 기능시험은 그림 3과 같이 

단일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대상 장비의 기능시험에 필요한 부가 장비를 연동

하여 대상 장비의 단일 테스트를 수행한다. 그 후, 선박

운항시뮬레이터(FMSS, full 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에 해당 장비를 연결하여 통합 테스트를 수행

함으로써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단계

별 선박 항해통신장비 기능시험 체계를 개발하였다. 

Fig. 3 Proposed function test procedure for target systems

본 논문에서 단일 테스트란, 시험절차서를 기반으로 

기능시험 대상 장비에 필요한 부가 장비(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생성 시뮬레이터 등)를 연동하여 대상 장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통합 테스트는 FMSS와 연동하여 테스트 시나

리오대로 실제 항해하는 것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수행

해봄으로써 대상 장비가 다른 항해통신장비와 조화롭

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일 테

스트는 대상 장비 고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통합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다른 

항해통신장비와 연계·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단일 테스트를 위하여 기능시험 

대상 장비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 시뮬레이터 등 부가적

인 연동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고, 둘째, 이를 기반으로 

기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절차서의 개발이 요구

된다. 이러한 시험절차서는 해당하는 장비의 국제표준

을 기반으로 한국선급(KR)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며, 개
발 완료 후 충분한 검증 과정 등을 통해 실제 적용할 예

정이다. 셋째, 통합 테스트를 위한 FMSS가 필요한데, 
항해사 교육 등의 목적을 가지는 일반적인 FMSS 기능

을 포함하면서, 기능시험 대상 장비와의 연동 및 확장

이 가능하도록 맞춤(customization)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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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일 테스트를 위한 연동 장비 요구사항

앞서 설명하였듯이 항해통신장비의 기능시험은 단

일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
선 단일 테스트를 위하여 각 장비별로 필요한 부가 연

동 시험 장비의 개발을 위한 주요 기능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로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능시험의 경우, 항해 

및 해상환경 모사 기능과 장치 혹은 센서 모사 기능이 

필요하다. 항해 및 해상환경 모사의 경우, 실제 선박 내

외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중 환경적인 요소(풍향, 풍
속, 온도, 습도 등)를 임의적으로 생성하여 디지털 인터

페이스를 시험해보기 위한 목적이고, 장치 혹은 센서 

모사 기능은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프로토콜을 준수하

는 타 장비(IEC 61162-1,2,3)가 연동된 상황을 가정해

보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최근 등장한 이더넷 기반 디

지털 인터페이스(IEC 61162-450)의 기능시험에 필요한 

이더넷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네트워크 부하 등), Syslog
와 같은 시스템 로그 기록 확인을 위한 모사 기능, 바이

너리 이미지 송수신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사 기능 등

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기능시험에 필요한 연동 장비 구성 개념을 그림 4(회색 

: 시험 대상 장비)에 도식화 하였다.
두 번째로 AIS 기능시험의 경우, 항해 및 해상환경을 

모사하는 기능, 타선 혹은 항로표지설비(AtoN 장비)의 

데이터를 모사하는 기능, 디지털 인터페이스 모사 기능, 
위경도와 같은 지리적 위치 관련 시험을 위한 GPS 등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모사 기능, 위
험 상황 등을 전파하기 위해 AIS의 부가 기능으로 포함

되는 디지털 선택호출(DSC, digital selective calling) 모
사 기능 등이 요구되며 이러한 연동 개념을 그림 5에 나

타냈다.
세 번째로, ECDIS 기능시험의 경우, 지리적 공간의 

변화를 위한 GNSS 모사 기능, 레이더 중첩(overlay) 등
을 위한 레이더 모사 기능, 선박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

능, 항해 및 해상환경 모사 기능, 전자해도 상에 타선 혹

은 항로표지설비를 표현하기 위한 AIS 데이터 모사 기

능 등이 요구되며, 이러한 연동 장비 구성 개념을 그림 6
에 도식화하였다.

네 번째로 VDR 기능시험의 경우, 대상 장비가 음성

통신 송수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음성 통신 모사 기능, 레이더 이미지를 기

록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레이더 모사하는 기능,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반 타 항해통신장비 모사 기능, 항해 및 

해상환경을 모사하는 기능, 선박 상태에 관한 VDR 필
수 기록 데이터 모사 기능 등이 필요하며, 이를 그림 7
에 도식화하여 나타냈다.

다섯 번째로 RADAR 기능시험의 경우, 가상 물표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 혹은 대상 장비를 장착하여 이동하

면서 물표 탐지를 시험할 수 있는 선박·차량 등 지원장

비, 환경 변수 모사 기능 혹은 실제 분무 장비, 항해 및 

해상환경 모사 기능, AIS 모사 기능이 요구되며, 그림 8
에 이러한 개념을 도식화하였다. 

여섯 번째로 TCS 기능시험의 경우, 항해 및 해상환

경 모사 기능,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반 타 장비 모사 기

능, ECDIS의 항로계획 등 기능과 연동 모사 기능, 외력 

등에 의한 항로 이탈 모사기능(조타 인터페이스와 연계), 
기타 항적제어장치와 관련된 항해 경고 모사 기능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동 개념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일곱 번째로 INS 기능시험의 경우, INS를 구성하는 

요소인 AIS, NAVTEX(navigational telex), ECDIS, TCS, 
Conning 표시장치, 레이더, 등 연계 장비의 모사 기능, 
GPS 등 선박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반 장비 모사 기능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동 개념을 그림 10에 도식화하였다. 
끝으로 BAM 기능시험의 경우, 선교경보관리장치가 

각종 경보의 통합 표시·관리가 가능한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긴급 경보, 경보, 경고, 주의 등에 단계적 경보의 

발생을 모사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며, 그림 11에 이

러한 장비 구성 개념을 나타냈다. BAM의 경우, 국제표

준이 현재 CDV단계에 있어 정식 공표가 되면 최종 검

토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Fig. 4 Requirements of single test for digital interface

Fig. 5 Requirements of single test for 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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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quirements of single test for ECDIS

Fig. 7 Requirements of single test for VDR 

Fig. 8 Requirements of single test for RADAR 

Fig. 9 Requirements of single test for TCS 

Fig. 10 Requirements of single test for INS 

Fig. 11 Requirements of single test for BAM (incompletion)

3.3. 단일 테스트를 위한 연동 장비 구성 모델링

앞서 도출된 단일 테스트를 위한 연동 장비 요구사항

을 기반으로 실제 개발하고자 하는 연동 장비의 형상을 

모델링하였으며, 이를 그림 12 ~ 그림 18에 각각 나타냈

다. 요구사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AM은 현재 국제

표준이 정식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확정하여 모

델링할 예정이다. 요구 연동 장비와 시험 대상 장비를 

상호 연결한 후, 시험절차서를 기준으로 기능시험 중 

첫 번째 단계인 단일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된다. 2018
년 6월경 선박 디지털 인터페이스, AIS, ECDIS, VDR 
연동 장비가 개발 완료될 예정이고, 2018년 12월경 레

이더, TCS, INS, BAM 연동 장비가 개발 완료될 예정으

로 순차적으로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Fig. 12 Shape of simulators for single test of digital 
interface

Fig. 13 Shape of simulators for single test of AIS

Fig. 14 Shape of simulators for single test of EC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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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hape of simulators for single test of VDR 

Fig. 16 Shape of simulators for single test of RADAR

Fig. 17 Shape of simulators for single test of TCS

Fig. 18 Shape of simulators for single test of INS

Ⅳ. 통합 테스트를 위한 연동 장비 요구사항 
및 항해통신장비 시험절차서 개발 현황

4.1. 통합 테스트를 위한 연동 장비 요구사항

선박 항해통신장비 기능시험 중 두 번째 단계인 통합 

테스트는 기능시험 대상 장비의 단일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기존 다른 항해통신장비와 정상적인 연계·동작이 

가능한지를 비롯하여 최소 동작시간을 만족하는지 등

을 확인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며, 그 개념을 그

림 19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개발한 AIS의 기능시험을 요청

하게 되면, 우선 AIS 단일 테스트 연동 장비와 연결하여 

AIS 시험절차서를 기준으로 1차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그 후, 통합 테스트를 위하여 기능시험을 요청한 AIS와 

FMSS를 연동하여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을 수행해보고 

정상적으로 통합·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2차 기능시험

을 수행한다. 만약 대상 장비에 요구되는 모든 기능이 

Fig. 19 Conceptual diagram of Integration tes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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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동작하면, 형식승인을 위해 필요한 기능시

험 조건을 충족한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테스트 장비와 시험대상 장비의 

연동을 위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

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K사의 FMSS를 기반으로 

연동 및 통합 인터페이스 부분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8년 6월 구축 완료 예정이다. 또한, 국내 형식승인과 

유럽 해양 장비 지침(MED, marine equipment directive) 
인증까지도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4.2. 항해통신장비 시험절차 및 인증기준 개발 현황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형식승인을 위해서는 제조

사가 환경시험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대상 장비를 의뢰

하여 IEC 60945기반 환경시험 및 인증을 받은 다음, 해
당 항해통신장비를 시험하기 위한 부가 연동장비를 개

발하고,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시험절차서를 개발하여 

선급 등 지정 기관 검사관의 검토 후, 입회하는 형태로 

기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선박에서 항해통신장비부는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형

식승인을 받고자하는 대상 장비와 이를 시험하기 위한 

연동장비를 같은 제조사가 개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

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조사 혹은 대상 장비마다 

다른 시험절차 및 인증기준을 기반으로 기능시험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항

해통신장비의 기능시험을 위해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선급과 공동으로 시험절차 및 인증기준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2018년 4월에 선박 디지털 인터페이스, 
AIS, ECDIS, VDR 등 선박 ICT융합 장비에 대한 시험

을 위한 인증기준이 공표되었다[9]. 또한, 2018년 12월
에는 레이더, TCS, INS, BAM 등에 관한 시험을 위한 

인증기준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4.3. e-Navigation SQA/HCD 시험절차서 개발 현황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IMO MSC Circ.1512 기반 e-Navigation 소프트웨어 품

질보증(SQA) 및 인간중심설계(HCD) 가이드라인을 선

박 ICT융합 장비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고, 
이를 시험하기 위한 절차서를 학·연 공동으로 개발하는 

중에 있다. 우선적으로 기반연구를 통해 관련 기법을 

정립하였으며, 첫째, 해양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위한 

사용성 평가 시험절차서, 둘째, 해양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위한 품질 프로세스 시험절차서의 개발이 목표

이다. 최종 검토과정 등을 거친 후, 2018년 말경 이 두 

가지를 디지털 인터페이스, AIS, ECDIS 소프트웨어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계획에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구축중인 선박 ICT융합 장비 기

능시험 시설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선박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주요 항해통신장비 7종에 대한 

기능시험 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개발한 기능시험 체계는 단일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대상 장비의 국제표준 기반 기능 

및 시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와 다른 항해통신장비

와 조화로운 연동이 이루어지는 지를 이중으로 확인함

으로써 기능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
한 각 항해통신장비의 기능시험에 필요한 연동장비의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도출하였고, 이러

한 기능시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험절차서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공표 및 추가 개

발 계획에 대해 기술하였다. 추가적으로 IMO MSC 
Circ.1512기반 e-Navigation SQA/HCD 관련 시험절차

서 개발의 현황 및 향후 실제 적용 계획을 소개하였다. 
현재 선박 ICT융합 장비 기능시험 시설에서 항해통

신장비 기능시험 관련 장비 등은 2017년 4월부터 2018
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축 예정에 있다. 2018년 7월
부터 디지털 인터페이스, AIS, ECDIS, VDR의 기능시

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1월부터 레이더, 
TCS, INS, BAM의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9년에는 선박 기관부 전자장비와 대형선

박 및 중소형 선박 출력 측정 등의 장비의 기능시험을 

위한 설비를 구축할 예정에 있으며, 2020년에는 해양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및 인간중심설계에 관해 정량적

으로 시험하기 위한 장비 등을 구축 예정이다. 향후, 시
설 구축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 이를 활용하여 실제 

장비의 기능시험을 수행하여 구축한 장비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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