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1 : 115~122 Jan. 2017

소형 선박 기관부 탑재 장비의 경량화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위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개발

황훈규1 · 김배성1* · 김현우1 · 신일식1 · 이장세2

An Implementation of Gateway System for Light-weight Ethernet Interface of  
Engine-part`s Equipments of Small Vessels

Hun-Gyu Hwang1 · Bae-Sung Kim1* · Hyun-Woo Kim1 · Il-Sik Shin1 · Jang-Se Lee2

1*Division of Ocean ICT & Advanced Materials Technology Research, Research Institute of Medium & 
Small Shipbuilding, Busan 46757, Korea
2Division of Maritime IT Engineering,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49112, Korea

요  약

최근에는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들이 다양화/ 첨단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선박 네트워크는 데
이터의 통합 관리를 위한  경량화 이더넷 기반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추진/발전 
계통의 각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 장비가 발생하는 아날로그 혹은 NMEA 형식의 상태 데이터를 처리한 
후, 경량화 이더넷 기반의 IEC 61162-450 메시지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선박 장비의 표준화 요구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고,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개발한 후,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탑재 장비들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더넷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Recently, the on-board equipments of vessels are getting diversifications with high technologies. With changing the 
trends, the shipboard network is turning to the light-weight ethernet architecture for integrated data management. For 
that necessity, this paper covers a development of  the gateway system which gathers and processes the measured 
analog or NMEA data from loaded equipments to convert the messages based on IEC 61162-450 (standard for 
light-weight ethernet network of ships) in engine parts of small vessel. To do this, we analyzed the requirements for 
standardization of ship`s equipments and related studies. To solve the problems of existing equipments, we defined the 
additional data formats (sentence formatter), developed the gateway system, and verified the utility of the developed 
system. Consequently, we established an interfacing framework for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the generated data 
based on the ethernet in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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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해양-IT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 항해와 효율적인 

선박 운용을 위해 선박 탑재 장비들의 지능화 및 통합

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선박에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VDR(voyage data 

recorder), 레이더 등이 탑재됨에 따라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통신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시리얼 또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 물리 계층에서 선박 내외부의 광대역 통신 및 

통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충족시키

기 위해 경량화 이더넷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인 IEC 

61162-450이 제정되었다[1,2]. 하지만,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항해통신장비 간의 인터페이스는 표준을 기반으

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선박 운용에 관

련된 기관 장비들은 대부분 제조사 고유의 연동 방식과 

규격을 따르고 있어 상호 운용에 있어서 통합 관리 등의 

작업이 어렵다. 또한, 중대형 선박에서는 항해부와 기관

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운용자가 항해

통신장비들에서 생성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운항에 관련

된 추진/발전 계통에서 발생되는 정보까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형 선박 운용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혼란이 야기되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해자의 신속한 상황인식과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 논문에

서는 (1)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기존 장비를 표준화 요구

에 부합하도록 변환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2) IEC 

61162-45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선박 탑재 장비를 위

한 인터페이스 메시지 형식을 정의한다. 또한, (3) 이러

한 내용들을 적용하여 소형 선박의 추진/발전 계통의 

상호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IEC 61162-450 

기반의 임베디드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개발한 후, 실험

을 통해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개발 시

스템을 활용하면 기존의 선박 탑재 장비들이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더넷 기반 통합 관리 및 응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선박 운용상태 모니터링과 관련한 연구 분석과 

표준화 요구 및 IEC 61162-450에 관한 내용에 관해 설

명하고, 3장에서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내

용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구현 

및 실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5장의 결론 및 향후 연

구로 끝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선박 장비 인터페이스 관련 연구 및 표준화 동향

선박의 운용에 있어 각 탑재 장비들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합 데이터 관리나 상태 모니터링 등은 효율적인 

선박 운용을 지원하고,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선박 탑재 장비간의 

인터페이스나 운용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RS-485 시리얼 인

터페이스 기반 CSMA/CD(carrier sense multi-access/ 

collision detection) 방식을 이용한 선박 기관 모니터링

에 관한 연구[3]나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

술을 활용하여 선박 운용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

구[4]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선박의 운용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각각 독립적인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교환 형식을 정의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통합적인 측면

에서의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선박 탑재 장비들이 다양화되

면서 인터페이스의 표준화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탑재 장비 간 상호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의 준수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과거부

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선박 전자 장비의 표준 프로토

콜인 NMEA 0183은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채택하고 있

어 통신 케이블의 물리적인 한계점 등으로 인해 증가하

는 데이터의 양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AN 기반의 프로토콜인 

NMEA 2000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선박 

탑재 장비 간 데이터 상호 교환 및 상태 모니터링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6]. 최근에는 선박 탑재 장

비들이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변

화와 함께 안전한 선박 운용에 필요한 여러 응용 서비

스의 제공을 위해 선박 네트워크는 이더넷 기반으로 통

합 및 관리를 위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에 따라 이더넷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인 IEC 61162- 

450이 등장하게 되었고, 선박 장비 제조사에서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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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2.2. IEC 61162-450과 추진/발전 계통 인터페이스

2001년 공표된 이더넷 기반 인터페이스 표준 IEC 

61162-4 시리즈(-400/401/402/410/420)는 요구사항이 

많고 복잡하여 공표된 후, 7~8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적

으로 구현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경량화된 이더넷 기

반 인터페이스 표준인 IEC 61162-450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 공표되었다[7]. 기본적으로 IEC 61162-450은 

물리적 사양은 이더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NMEA 0183 버전 4의 Sentence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다. 또

한,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하

여 NMEA 0183에는 정의되지 않았던 대용량 바이너리 

이미지 교환을 위한 방법도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8]. 해양-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선박 탑재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새로운 표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 표준에 신

속하게 대응해나가야 하며, 나아가 독자적인 응용 기술

력 또한 확보해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항해장비와 관련한 데이

터의 모니터링 등은 선박 탑재 장비 간 인터페이스 표

준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엔진, 발전기, 배터리 등의 추진/발전 계통의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는 각 장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독립적

(stand-alone)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

급한  NMEA 0183에는 RPM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메시지 형식(sentence formatter)만이 정의되어 있을 뿐 

추진/발전 계통의 장비인 연료탱크, 발전기, 배터리 상

태 등과 같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메시지 형식은 정

의되어 있지 않다. NMEA 0183은 사용자 정의 메시지 

형식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제조사마다 다르

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인터페이스가 

어려워 호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Ⅲ. 인터페이스 방법 제안 및 게이트웨이 

시스템 설계

3.1. 대상 장비 정의 및 인터페이스 방법

운용에 있어 선박은 크게 항해부와 기관부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대형 선박에서는 항해부와 

기관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운용자가 항해부의 장비

뿐아니라, 기관부의 장비까지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형 선박이 해양사고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제 통계도 그렇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운용자의 신속한 상황인식과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부를 구성하는 장비 중에서 추진/

발전 계통 장비인 엔진, 연료탱크, 발전기, 배터리를 대

상으로 IEC 61162-450 기반의 상호 인터페이스 및 데이

터 교환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각 장비부

에 변환을 위한 모듈을 설치하여 인터페이스를 변환한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장비와 별도

로 게이트웨이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인터페이스 변환

과 같은 처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

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며, 게이트웨이 시스

템 통해 추진/발전 계통의 각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하고 처리한다. 즉, 게이트웨이 시스템이 각 장비가 발생

하는 아날로그 혹은 NMEA 형식의 상태 데이터를 수집

하여 처리한 후, 이더넷 기반의 IEC 61162-450 메시지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3.2. 데이터 교환을 위한 메시지 형식 추가 정의

소형 선박의 추진/발전 계통은 엔진, 발전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NMEA 

0183에는 RPM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데이터 형식

만이 정의되어 있을 뿐, 엔진 냉각수 온도, 오일 상태, 

연료 상태, 발전기, 배터리 상태 등과 관련한 데이터 형

식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IEC 61162-450은 NMEA 

0183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엔진 오일 

온도, 오일 상태, 연료 상태, 배터리 상태에 관한 데이터 

형식을 표 1과 같은 메시지 형식을 추가 정의하였으며, 

각 메시지 형식의 구조에 관한 명세는 그림 1~5에 나타

내었다. 이때, NMEA 0183에서 제시하고 있는 엔진 관

련 데이터 형식은 첫 문자가 'E'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를 참고하였으며, 기존 정의된 데이터 형식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NMEA 0183 데이터는 먼저 ‘$’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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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뒤에 장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2바이트

의 장비 식별자(talker identifier), 데이터의 형식을 알려

주는 3바이트의 데이터 형식 지정자(sentence formatter)

가 위치하며, 그 뒤에 실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필

드(data field)가 위치한다. 이 데이터 필드는 ‘,’(comma)

를 단위로 구분되고, 데이터 필드의 뒤에는 ‘*’(asterisk)

와 체크섬(checksum) 검사를 위한 두 자리 16진수

(“hh”)가 위치하며, <CR><LF>로 끝난다[1,2]. 이러한 

메시지 형식을 추가로 정의함으로써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 등의 다양한 목적의 용용 소프트웨어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데이

터를 활용할 수 있다.

Sentence 
formatter Description

1 ECT Engine cooling water temperature
2 EOS Engine oil status
3 EFS Engine fuel status
4 EGS Engine generator status
5 EBS Engine battery status

Table 1 Defined sentence formatters for engine parts

Fig. 1 Fields descriptions of the ECT sentence

Fig. 2 Fields descriptions of the EOS sentence

Fig. 3 Fields descriptions of the EFS sentence

Fig. 4 Fields descriptions of the EGS sentence

Fig. 5 Fields descriptions of the EBS sentence

3.3. 게이트웨이 시스템 설계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크게 추진/발전 

계통부, 메인 기능부, 구성 설정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 추진/발전 계통(engine part)부는 엔진, 연료 탱크,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류 등으로 구성된

다. 메인 기능(main function)부는 데이터 계측 모듈, 데

이터 처리 모듈,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로 구성된다. 구

성 설정(configuration function)부는 운용자의 요구에 

따라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IP 및 포트에 관한 이더넷 구

성 설정을 변경하는 기능을 하며, 버튼 및 디스플레이

로 구성된다.

Data Processing
Module

Data Measurement 
Module

Communication 
Interface Module

Engine 
Temperature

Engine Oil 
Level

Fuel Tank

Battery

Data

Converted Data
(Ethernet/RS‐485)

Raw
Data

Display

Buttons

IP/Port 
Setting

Main Processing
Part

Configuration 
Part

Monitoring 
Applications

Engine 
Part

Monitoring 
Applications

Monitoring 
Applications

Fig. 6 A block diagram of the designed gateway system

특히, 메인 기능부의 데이터 계측 모듈은 추진/발전

계통의 각 장비로부터 아날로그 혹은 NMEA 형식으로 

계측되는 데이터(raw data)를 수집하는 기능을 한다. 데

이터 처리 모듈은 수집된 계측 데이터를 처리하여 IEC 

61162-450을 만족하는 이더넷 UDP/IP 기반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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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은 데이터의 상호 교환을 위해서 수집 및 처리된 

메시지를 이더넷 혹은 시리얼(RS-485) 형태로 인터페

이스 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시리얼 형태의 

인터페이스는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하였다.

Ⅳ.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현 및 검증

4.1. 개발 환경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회로 및 

PCB(printed-circuit board)를 설계하기 위한 도구는 

Altium Designer 10을 활용하였고, 개발 도구는 AVR 

Studio 4, 개발 언어는 C 언어를 사용하였다. 시스템

의 각 구성체계의 연동 및 기능 구현을 위해 Atmel 

ATmega 2560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였고, 계통

부의 아날로그 신호를 계측하기 위한 아날로그-디지

털 변환기는 MCU(micro controller unit)에 탑재된 10

비트 변환기 5채널을 활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이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프로세서의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입력채널에 대한 보호와 입력신호의 임피던

스 매칭을 위해 연산증폭기로 버퍼 회로를 구성하였다. 

또한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를 위해 Maxim MAX485

를 사용하였으며, 이더넷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WIZnet 

W5100을 적용하여 해당 기능을 구현하였다. 

Item Description

Design tool Altium Designer 10

Dev. tool AVR Studio 4

Dev. language C language

Processor ATmega2560

Input Analog, serial (RS-485)

Output Ethernet, serial (RS-485)

Table 2 Development environments

4.2. 구현

앞서 설계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림 7과 같이 게이트

웨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보드를 구현하였으며, 이때 

Main-board와 Sub-board로 분리하여 개발하였다. 먼저, 

Main-board는 추진/발전 계통 장비의 데이터를 인터페

이스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날로그 신호 입력부와 신

호 변환을 위한 A/D 컨버터부, 외부의 NMEA 형식으로 

계측되는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RS-485 시리얼 통신 모

듈부로 구성된다. Sub-board는 Main-board로부터 추진/

발전 계통 장비의 상태 데이터를 전달받아 61162-450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이터 컨버터부와 이

더넷 출력을 위한 통신 모듈부로 구성된다.

(a) (b)

Fig. 7 Implemented PCBs for the gateway system 
(a) main board (b) sub board

형상은 그림 8~10과 같이 측정회로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LED 제어부와 시스템의 전체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부,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IP주소/포트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 설정 확인을 위한 LCD와 IP주소/

포트에 대한 설정 및 변경을 위한 버튼으로 구성하였다. 

시스템의 외형 형상은 선박의 추진/발전 계통 탑재 장

비들과 인터페이스 및 연결시 작업자의 편의성을 고려

하여 필요에 따라 쉽게 연결 및 분리가 가능하도록 설

계하였다. 알루미늄 케이스 내부에 구성 보드 등을 탑

재하여 계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

도 일정 수준 감내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Fig. 8 External shape of the gateway system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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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ternal shape of the gateway system (bottom)

Fig. 10 External shape of the gateway system (inside)

4.3. 검증

개발된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동작 검증을 위해 그림 

11과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실험 시나

리오는 다음과 같다. 추진/발전 계통의 장비 중, 배터리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터리의 상태에 관한 계측정보

가 수집되어 처리 및 변환되는지를 실험하였다. 이때, 개

발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멀티-캐스트(multi-casting)를 

위한 IP/PORT는 USR8(user define transmission group)

에 해당하는 239.192.0.16/60016으로 설정하였다. 

Fig. 11 Test environment for the verification scenario

개발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프로세서는 전원이 인

가되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하여 각 부의 초기화 및 

점검을 수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계측되는 데이터를 

주기적(0.5 sec)으로 송신한다. 그림 12는 이러한 과정

으로 계측되어 처리 및 변환한 이더넷 메시지를 하이퍼

터미널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한 화면이다. 

Fig. 12 A result of receiving test for measured data

수신된 데이터를 보면, 시작을 나타내는 문자인 ‘$’, 

엔진 계통 모니터링 시스템(engine room monitoring 

system)을 나타내는 장비 식별자 ER, 엔진 배터리 상태

를 표현하는 데이터 형식 EBS로 시작되는 메시지가 수

신되고, 배터리 ID는 1, 계측된 값은 1020의 데이터가 

계측되며, ‘*’ 및 체크섬 확인을 위한 16진수 2문자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다. 계측된 배터리 전압 값의 1020

은 기존 아날로그 신호(0~5V)를 계측하여 10비트

(0~210) 범위의 데이터로 나타낸 것이며, 최대값(1024)

에 가깝기 때문에 배터리는 거의 완전 충전 상태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한 게이트웨이 시스템

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온도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일정 수준 

감내가 가능함을 검증하기 위해 항해 통신 장비의 시험 

표준인 IEC 60945의 “8.2.2.2 휴대용 건조 고온 시험(55

˚C ± 3˚C에서 12시간 유지)” 및 “8.4.2.2 휴대용 저온 시

험(-20˚C ± 3˚C에서 12시간 유지)”을 실시하였고 시험 

후에도 계속적으로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한 공인 시험 성적서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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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박 탑재 장비에 최근 요구되고 

있는 IEC 61162-450 기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게이트웨이 시스

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선박 장

비의 표준화 요구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적인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고,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개

발한 후,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탑재 장비들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더넷 기반으로 통

합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실험실 수준(laboratory-level)의 실험이 아

닌 실선(field-level) 실험을 통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유용성 검증 및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시스

템의 범용성 확보와 제품화/사업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선박의 여러 탑재 장비로부터 발생되

는 다양한 데이터(빅-데이터)를 통합 관리 및 활용하여 

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 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여

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유

지보수성 향상을 위해 고장을 예측함으로써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유지보수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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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 해양ICT융합기술, 선박 네트워크, 정보보안,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신뢰성 분석

김배성(Bae-Sung Kim)

2010년 : 동서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2012년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제어계측공학과 (공학석사)
2017년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제어계측공학과 박사수료
2012년 ~ 2013년 : LG이노텍 부품소재연구소 연구원
2013년 ~ 현재 : 중소조선연구원 해양IT융복합소재연구본부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해양ICT융합기술, 항해통신장비,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안전항해지원시스템

김현우(Hyun-Woo Kim)

2011년 : 부경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2013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15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박사수료
2014년 ~ 현재 : 중소조선연구원 해양IT융복합소재연구본부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로보틱스, 제어 및 계측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해양ICT융합기술

신일식(Il-Sik Shin)

2002년 : 동명정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2004년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제어계측공학과 (공학석사)
2016년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제어계측공학과 (공학박사)
2004년 ~ 2006년 :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원
2006년 ~ 현재 : 중소조선연구원 해양IT융복합소재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e-Navigation 기술, 통합항해시스템, 항해통신장비, 임베디드 시스템, 해양 SQA/HCD

이장세(Jang-Se Lee)

1997년 :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1999년 :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2003년 :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04년 ~ 현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IT공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컴퓨터보안, 지능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