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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선박에 탑재된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운항 및 유지보수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항해통신장비의 인터페이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나 선박 기관부 및 기

타 장비부의 인터페이스는 여러 이유로 인해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데이터 교환 및 관리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상 필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선박 데이터 서버에 관한 표준인 ISO 19847과 선

박 기계 장비부 데이터 표준인 ISO 19848이 현재 제정 막바지 단계로 최근 공표를 앞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국제표준의 DIS 버전을 기반으로 선박 기관부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드 데이터 교

환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서 관련연구 및 ISO 19847/19848의 요구사항을 분석

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선박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를 설계하며, 각 구성요소를 개발하여 유용성을 검증한다.
 
ABSTRACT

Recently, many researches are progressing to support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works of vessels using analyzed 
result based on various information of equipment. The interfaces of communication equipment are standardized very well, 
but the interfaces of machinery and other parts are not standardized yet. For that reason, there has limitations for data 
exchange and management. To solve the problem, the ISO is establishing new standards which are ISO 19847 for 
shipboard data servers th share field data at sea and ISO 19848 for standard data for shipboard machinery and 
equipment.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data management platform for shipboard machinery equipment, and tested the 
field data exchanging using the developed platform based on the standards. To do this, we analyzed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s and related researches, and designed an architecture of shipboard data platform that satisfied the 
requirements. Also, we developed components of the designed platform architecture and verified the effectiveness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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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위치와 탑재 장비의 상태

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대두되

어왔으며, 조선소, 해운사, 선박 기자재 제조사는 필요

에 따라 선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RMS, remote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1-2]. 일
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선박 위치 확인 등 관리 목적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장비의 상태를 정확

히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

부 장비 및 자동화 장비의 경우에는 전용 선박 원격 모

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각 제조사에서 공급한 장비에 국

한한 상태 확인 및 관리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하지만, 데이터 프로토콜이나 인터페이스 방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선주 및 선박 관리자 등이 요구하는 

선박 탑재 장비의 실시간 작동 상태 확인, 항해 장비와

의 연관성 분석, 선박 설비 유지보수 계획 수립 등 연계 

활용 및 확장 측면에 있어 여러 제약점을 지닌다.
한편, 항해통신장비는 IEC 61162 시리즈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데이터 교환을 위

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지만, 기관 및 자동화 관련 장비

들은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있지 않고, 독립

적(stand-alone)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및 

통합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선박 기관 및 

자동화 관련 장비의 원격 유지보수 혹은 고장예측 진단

을 위해서는 선박에 탑재되는 수많은 장비 및 센서로부

터 획득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박 내 통합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플랫폼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일본, 유럽 등은 2012년부터 선

박 내 통합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SSAP(smart ship application platform) 프로

젝트를 통하여 선박 응용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ISO 19847 : 해상 

필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서버[4]”와 “ISO 
19848 : 선박 기계 장비 데이터 표준[5]”에 관한 국제 표

준 제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가 공개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

에 정식 표준이 공표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제표준인 ISO 19847/19848 기반 선박 기관부 통합 데

이터 관리 플랫폼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Ⅱ. 관련 연구

2.1. 선박 장비 상태 모니터링·데이터 관리 관련 연구

각 장비들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합 데이터 관리나 

상태 모니터링 등은 선박의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하고, 
이상 징후를 파악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과거에는 아날로그(전압/전류) 혹은 NMEA 
0183(IEC 61162-1/2) 인터페이스[6-8]를 통해 각 장비

와 모니터링 장치(인디케이터, 디스플레이 등)가 직접 

연결되는 단독 형태로 통합이나 확장에 많은 제약을 지

니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CAN 통신 기반의 선박 장비 인터페이스 

표준인 NMEA 2000(IEC 61162-3)[9-10]이 등장하게 되

었으며 이를 활용한 선박 탑재 장비 간 데이터 상호 교

환 및 상태 모니터링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NMEA2000 프로토콜을 적용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구현[11]이나 NMEA 
2000 기반 USB/이더넷 게이트웨이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12], 데이터 샘플링을 이용한 선박용 다단 데이터

베이스 설계 및 구현[13], 선박에서 데이터의 통합관리

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14]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관련 표준을 기반으로 통합 인터페이스 시

스템을 개발하였으나, NMEA 2000의 경우 중대형 선박

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더

넷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인 IEC 61162-450이 등장하

게 되었고, 선박 장비 제조사에서도 최근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량화 이더넷 기반 

MiTS(해양 정보기술 표준, maritime IT standard) 서비

스 모듈 개발[15], IEC 61162-450 기반 선박 통합 정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16], 소형 선박 기관부 탑재 장비

의 경량화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위한 게이트웨이 시스

템의 개발[3]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표준은 항해통신장비 및 일부 기타 장비

부에 관한 선박 내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내 데이터 관리 및 육상 혹은 타선과의 교환 부분은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 데이터 관리 및 육해상 

데이터 교환에 관한 표준의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러한 데이터 통합 및 관리 표준화를 위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였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SSAP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에 결과물

로 “ISO 19847 : 해상 필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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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와 “ISO 19848 : 선박 기계 장비 데이터 표준”에 

관한 표준 제정 활동을 진행 중으로 2018년 내 공표될 

예정에 있다. 이 표준에서는 육해상 데이터 교환, 선박 

기계 장비류 데이터 통합 및 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2.2. ISO 19847/19848

ISO 19847은 해상에서 필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선

박 데이터 서버에 대해 정의한 국제표준으로 선박 장비 

및 시스템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

터를 육상으로 전달하는 데이터 서버에 대한 성능, 기
능, 서비스 및 안전 요건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ISO 
19848은 선박 기계류 장비의 데이터 교환에 관한 표준

이며, 선박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처리하는 것을 용이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탑재된 기계 및 장비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 및 데이터 구조의 규칙을 정의한다. 이러한 

두 표준의 상호 연동 구조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Fig. 1 The concept model of ISO 19847/19848

그림 1의 하단 부분(1)은 ISO 19847 개념 모델로 크

게 입력 기능, 출력 기능,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구성되

어 있고, 입력 기능은 데이터 스트리밍(data streaming)
과 데이터 저장(data stored)으로 구분되며, 출력 기능은 

① 스트리밍(streaming) 전송 서비스, ② 요청-응답

(request-response) 전송 서비스, ③파일 전송 서비스의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그림 1의 상단 

부분(2)은 ISO 19848 개념 모델로 입력 데이터는 IEC 
61162-1/2 센텐스, ISO 19848의 정형화된 데이터, 파일

을 입력받고, 출력 데이터는 IEC 61162-450 포맷, ISO 
19848 형식,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며 각 표준에서 정의

한 형식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본 논문에서

는 이 두 가지 표준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해상 필드 데

이터 공유를 위한 선박 기관부 데이터 관리 플랫폼 개발

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Ⅲ. ISO 19847/19848 요구사항 분석

3.1. ISO 19847(DIS) 요구사항

선박 데이터 서버에 관한 표준인 ISO 19847의 요구

사항은 표 1과 같이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데이터 입출

력 및 관리 요구사항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

데, 첫째 성능 및 기능의 경우, 표 2와 같이 에 입력 데이

터 처리 성능, 출력 데이터 처리 성능 및 스트리밍 전송 

처리 성능 등 선박 데이터 서버에서 입출력 데이터를 처

리할 때 필요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둘째, 환경의 경우에는 저장, 인터페이스, 상태 모니터

링, 데이터 백업과 복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요구사항

과 전원 공급, 진동 감내, 전자기 노이즈 방지 등의 물리

적 요구사항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 전자기

기 설치에 관한 표준인 IEC 60092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Category Requirement Description Reference

General 

(1) Performance and Function Processing, storage, interface, condition monitoring, backup and alert -

(2) Environment Power supply, vibration-resistant, electromagnetic noise-resistant, 
temperature/humidity-resistant IEC 60092

(3) Installation Environment, network security, etc. ISO 16425

Data I/O 
and 

management

(1) Data management System clock, data channel list and data source information -
(2) Data I/O Input, output, request-response, streaming and file ISO 19848
(3) Alias Common alias and user-defined alias -
(4) Data calculation Max, min, average, etc. ISO 19848
(5) Log management History of access, status changes and management data changes -

Table. 1 Categorization of requirements in ISO 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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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설치의 경우에는 장비 제조사의 매뉴얼에 의

해 설치 환경 및 공간 등이 정의되어야 하고, 선박 데이터 

서버와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보안은 선박 통신 네트워크 

설치 가이드라인에 관한 표준인 ISO 16425를 만족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Data Performance

Input data 30 data samples in 1 session,
5 sessions are less than 1 second

Output data 30 data samples in 1 session,
5 sessions are less than 5 second

Streaming data 1 data sample in 1 session,
1 session is less than 1 second

Table. 2 Shipboard data server performance

데이터 입출력 및 관리 요구사항은 (1) 데이터 관리, 
(2) 데이터 입출력, (3) 별칭, (4) 데이터 연산, (5) 로그 관

리의 다섯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며, ISO 19847에서 제시

한 선박 데이터 서버의 구성도를 그림 2에 나타냈다.

Fig. 2 Function block diagram of shipboard data server

첫째, 데이터 관리 기능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

성되는데, ①시스템 시간 관리 기능은 데이터에 정확한 타

임스탬프를 추가하기 위해 UTC(universal time coordinate
d)로 동기화 되어야하고 시간 편차는 1시간당 1초 이상 나

지 않아야 한다. ②데이터 채널 리스트 관리 기능은 데이

터 입출력 기능에 의해 등록, 수정 및 삭제가 되어야하고 

동시에 날짜, 시간 및 바뀐 정보를 기록해야한다. ③데

이터 소스 정보 관리 기능은 입력 기능에 의해 추가, 수
정 및 삭제가 가능해야하고 날짜, 시간 등 변경된 바뀐 

정보를 기록해야하며 현재 어떤 데이터 소스가 기록을 

위해 현재 할당되었는지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둘째, 데이터 입출력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 기능으

로 구성되는데, ① 입력 기능은 IEC 61162-1/2 데이터 

형식과 ISO 19848에 의해 정의된 파일 형식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수신해야하고 입력 데이터가 UTC 타임스탬프

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각각의 입력 데이터에 시스템 시

간의 타임스탬프를 추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② 출력 

기능은 IEC 61162-1/2 및 ISO 19848에 의해 정의된 데

이터 혹은 파일 형식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

능을 한다. ③요청-응답 데이터 전송 서비스 기능은 시

간 순서대로 배열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

고 프로토콜은 REST API를 사용하여 요청된 데이터 

등을 교환한다. ④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서비스 기능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상 장비 및 시스템에 가장 최근

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프로토콜은 M
QTT(message queueing telemetry)를 사용한다. ⑤ 파일 

전송 서비스 기능은 파일 형식의 데이터 교환 기능을 

제공하고,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FTP(file t
ransfer protocol)를 사용하며 파일 저장 시, HTTP의 경

우 GET 메서드, FTP의 경우 PUT 메서드을 사용한다.
셋째, 별칭 기능은 간략화 된 이름을 사용함으로서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두 가

지 형태의 별칭 기능을 가져야한다. ①공통 별칭 기능

은 공통의 별칭을 정의하며 선내 장비 및 시스템에 공통 

데이터 이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다. ②사용

자 정의 별칭 기능은 특정 데이터를 대체하여 정의하고, 
대체 이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별

칭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넷째, 데이터 연산 기능은 ISO 
19848에 명시된 구조에 따라 계산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로그 관리 기능은 데이터 

접근, 변경 이력 시간을 기록해야하며, 최소 30일 동안 

저장되어야 한다.

3.2. ISO 19848(DIS) 요구사항

항해통신장비의 경우 IEC 61162 시리즈 표준을 기

반으로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반면, 기관부 및 

기타 장비부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상호 데이터 교환 및 통합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부 및 기타 장비부 대한 

식별자 및 데이터 구조의 규칙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하기 위한 표준인 ISO 19848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표

준에서는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표 3과 같이 데이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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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data channel)모델과 시계열 데이터(time series data) 
모델을 정의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채널 모델은 선박 탑재 장비 내에 설치

된 각 센서들의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정적 정보를 제

공하는데, 이는 ①채널 ID와 ②데이터 채널 속성으로 

나누어진다. 채널 ID는 범용 ID와 로컬 ID로 구성되는

데, 범용 ID는 선박 내 데이터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목

적으로 로컬 ID를 생성하는 개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이름 개체(name entity)와 선박 IMO 식별번호 

혹은 국가나 지역에서 제공하는 식별자를 사용하는 선

박 ID로 구성된다. 로컬 ID는 명명 규칙(naming rule)과 

로컬 데이터 이름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채널 ID의 

구조를 그림 3에 나타냈다. 데이터 채널 속성은 유형, 형
식, 범위, 단위, 이름 및 비고로 나누어진다. 유형은 숫자 

값, 평균 값, 알람 및 상태와 같은 데이터 채널의 식별에 

사용되며 업데이트 주기, 계산 주기 등과 같은 하위 속성

을 가진다. 형식은 데이터 형식을 설명하는 유형과 제한

으로 구성된다. 범위 및 단위는 측정값에 적용되는 기준

을 나타내고 기호, 환산 계수, 수량으로 구성된다. 이름

은 선박 탑재 장비 및 계측기에 지정된 이름을 설명한다. 
비고는 데이터 채널에 대한 임의의 보완 정보를 설명하

고 위치, 제조업체 및 유형 등으로 구성된다.

(a)

(b)

Fig. 3 Channel ID structures (a) Universal ID, (b) Local ID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측정, 기록, 정렬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측정값의 추

세를 분석하고 가장 최신 측정값을 공유하는데 사용되

며, 시계열 데이터의 유형은 주기적 데이터와 비주기적 

데이터로 나누어진다. 주기적 데이터는 규칙적으로 제

공되는 센서 계측 값이나 계산된 결과 값 등이 포함되며, 
비주기적 데이터는 알람 정보, 상태 정보 및 수동 입력 

값을 포함한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데이터 집합(data set)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데이

터 집합은 특정 시점에 데이터 채널로부터 수집되는 데이

터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그 예시를 그림 4에 나타냈다.

Fig. 4 Relationship between data set and time series data

3.3. 데이터 구조

ISO 19848에서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CSV(comma separated 
value)와 같은 언어를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있

으며, 이는 데이터 채널 리스트와 시계열 데이터로 구분된

다. 그림 5의 (a)는 데이터 채널 리스트 모델의 논리적 구조

를 나타낸 것으로 패키지, 헤더, 데이터 채널, 로컬 ID 및 속

성의 총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패키지는 메타 데이터 집합

인 헤더와 데이터 본문인 데이터 채널로 구성되고, 헤더는 

데이터 채널이 작성되는 시기와 작성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채널은 로컬 ID와 속성으로 구성된다. 또한 

로컬 ID는 선박 내 데이터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며 속

성은 채널의 속성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5의 (b)는 시계열 

데이터 모델의 논리적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패키지, 헤더, 
시계열 데이터, 데이터 그룹, 주기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데이터 집합 및 데이터의 총 8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패키지는 헤더와 시계열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더는 

시계열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기, 데이터 작성자, 측정기간

Category Requirement Description Reference

Data 
channel

(1) Channel ID
Universal ID (naming entity and ship ID)

-
Local ID (naming rule and local data name)

(2) Data channel property Data channel type, format, range, name, unit and remarks ISO 80000
Time series 

data
(1) Periodically updated data Numeric value from sensors / transmitters and result of calculation -
(2) Irregularly updated data Alarm information, status information and manually input value -

Table. 3 Categorization of requirements in ISO 1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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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순으로 정렬된 데이터의 목록을 나타내고, 데이터 그

룹은 업데이트 주기 등으로 그룹화된 데이터 집합이다. 또
한, 주기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값 목록이며, 이
벤트 데이터는 불규칙적으로 업데이트 된 값의 목록이다. 
데이터 집합은 동일한 타임스탬프가 있는 데이터 집합을 의

미하고, 데이터는 실제 계측된 값을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a)

(b)

Fig. 5 Logical structure of data model 
(a) Data channel list, (b) Time series data

Ⅳ. 시스템 개발 및 검증

4.1. 시스템 설계

앞서 3장에서 설명한 ISO 19847/19848(DIS)을 준용

하여 해상 필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선박 기관부 데이

터 관리 플랫폼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그림 6에 나타냈

다. 설계한 아키텍처 내 데이터 관리 플랫폼은 데이터

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통합 데이터 관리 모듈(integrate
d data management module)과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하

는 데이터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관리 모듈은 

스트리밍 전송, 요청-응답 전송, 파일 전송의 3가지 형태

로 어플리케이션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 스트리밍 전송

은 MQTT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독 요청한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요청-응답 전송은 어플리케

이션에서 REST API(URL)로 요청 시 해당 데이터를 제공

하며, 파일 전송의 경우, FTP를 통해 파일 형태로 데이터

를 제공한다. 입출력의 흐름은 각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

이터를 AMS(alarm monitoring system) 혹은 인터페이

스 장비(interface equipment)에서 IEC 61162-450 형식

으로 변환한 후, 데이터 관리 모듈(data management mo
dule)에 전달하고, 데이터 관리 모듈은 데이터를 수신 

및 처리하여 데이터 서버에 저장한다. 그 후, 육해상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데이터 요청이 발생하면 실

시간 스트리밍, XML, JSON, CSV 요청-응답, 파일 등

의 형태로 제공한다. 

4.2. 개발 환경

본 논문에서 다루는 플랫폼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

다. 플랫폼 내 통합 데이터 관리 모듈과 유용성 검증을 

위한 기관부 장비 데이터 생성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15를 사용하여 C# 기반으로 

개발하였고, 데이터 서버의 경우에는 PostgreSQL 10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MQTT 프로토콜은 Mosqui
t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REST API는 Mi
crosoft Visual Studio 2015를 활용하여 ASP.Net을 기반

으로 개발하였다.

4.3. 시스템 개발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개

발하였다. 특히, 그림 7과 같이 실제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사하여 실험실 수준의 유용성 검증을 수행

하기 위한 기관부 장비 데이터 생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였다. 최근에는 IEC 61162-450을 기반으로 선박 내에 

탑재되는 장비들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 소

프트웨어는 해당 표준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데이터

를 생성한다. 데이터 생성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user interface)는 소켓 설정부, 메시지 설정부 및 

메시지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UDP(user da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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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기반 IEC 61162-450 메시지를 생성한다. 소켓 

설정부는 소켓을 열거나 닫는 역할을 하며, IP와 포트는 

IEC 61162-450에서 정의하는 일반 데이터(센텐스) 그
룹인 MISC에 해당하는 239.192.0.1과 60001번을 사용

한다. 또한 메시지 설정부에서는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

지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IEC 61162-1/2에서 정

의하는 센텐스 형식을 따르는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
제가 가능하다. 메시지 출력부는 현재 전송하는 메시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송신 주기

의 설정 가능하다. 

Fig. 7 IEC 61162-450 message generator

그림 8은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저장, 실
시간 데이터 전달 및 데이터 채널 리스트를 관리하는 역

할을 한다. 그림 8의 중앙부(①)에는 선박 데이터 서버

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ISO 19847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CPU, RAM, 이더넷 상태 및 현재 연결된 외부 저

장 장치(REDS, removable external data source)의 접근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데이터 저장(data store)부
(②)는 데이터 모사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하며 스트리밍 부분은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소켓 설정 및 데이터 채널 리스트 관리하는 화면을 출력

되도록 하는 버튼(③)이다.

Fig. 8 Data management software (main UI)

그림 9는 그림 8의 ③을 클릭하면 출력되는 화면으로 

데이터 저장을 위한 소켓 설정부(①)에서는 IP 및 PORT 
설정이 가능하다.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소켓 설

정부(②)에서는 IP 및 PORT 설정을 비롯하여 QOS 
(quality of service), Retain 및 Topic 설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QOS는 표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품질 수준에 따

라 0~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0단계에서는 하나의 메시

지만을 전달하고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또한, 1
단계에서는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나 핸드셰이

킹 과정이 없으므로 중복 전송 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Fig. 6 Designed system (platform) architecture based on ISO 19847/19848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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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메시지만을 전달하지만 핸드셰이킹 과정이 있

기 때문에 품질은 보장되나 메시지 처리 부하가 급격히 

늘어난다. Retain의 경우, Retain을 체크하고 데이터 전

송 시 Mosquito에 메시지가 저장되어 새로운 구독자에

게 Retain 메시지를 전송해주며, 그 특징을 표 5에 정리

하였다. Topic은 구독자가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 위치

를 정할 때 사용하며 슬래시(/)로 구분된 계층구조를 가

진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채널리스트 관리를 위한 설정

부(③)로 그림 5(b)의 계층 구조로 XML파일 생성, 노드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신 데이터 표시

부(④)는 수신한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Fig. 9 Data management software (setting UI)

Table. 4 Features of QOS (quality of service)

QoS value Bit 2 Bit 1 Description

0 0 0 Forward a message only one 
fire and forget type

1 0 1 Forward a message more than 
once without handshaking

2 1 0 Forward a message only one 
with handshaking 

Table. 5 Features of retain 

Retain value Description

False (0) Send the latest message (x)

True (1) Send the latest message (o)

그림 10은 요청-응답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웹서버로 

외부의 어플리케이션에서 URL로 데이터 요청 시 사용

자에게 XML 또는 JSON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

할을 한다.

Fig. 10 Developed web server for request-response data

4.4. 시스템 검증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결과를 확인하였으

며, 테스트는 선박 데이터 서버와 데이터 출력으로 나누

어 수행한다. 선박 데이터 서버의 경우, ISO 19847에서 

제시한 데이터 입·출력 성능, 데이터 채널리스트 관리 

및 시스템 자원의 상태 등을 검증하였으며, 데이터 출력

의 경우, 실시간, 요청-응답 및 파일 전송 데이터를 어플

리케이션에서 정상적으로 수신하는지 검증하였다.

Fig. 11 Test scenarios for system verification

우선 선박 데이터 서버의 검증을 위해 메시지 생성기에

서 IEC 61162-450 포맷의 메시지를 생성한 후, 선박 데이

터 서버로 전송하여 데이터 입출력 성능 및 시스템 자원의 

변화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2~14에 나타

냈다. 그림 12는 데이터 입출력 성능에 대한 결과로 그

림 12의 (a)는 메시지 생성기에서 데이터 송신하는 화면

이며, 그림 12의 (b)는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데

이터를 수신 받은 화면이다. 타임스탬프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 수는 1초당 42개로 선박 데이터 서버의 요구사

항인 “30 데이터/초”의 충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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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Test results of data input/output performance 
(a) generation data, (b) receiving data

(a)

(b)
Fig. 13 System resource monitoring result (a) no traffic, 
(b) receiving data

그림 13은 데이터 수신 및 저장할 때 시스템 자원에 대

한 결과로 그림 13의 (a)는 데이터 수신 및 저장 전 화면

이고 그림 13의 (b)는 데이터 수신 및 저장 중인 화면이

며 이를통해 CPU, RAM 및 이더넷 상태가 변화함을 확

인하였다. 또한, 그림 14는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의 데

이터 채널 리스트 관리부를 통해 데이터 채널 리스트에 

관한 XML 파일 생성, 노드 추가, 삭제하는 화면으로 파

일 생성하며 정의된 스키마를 통하여 유효성에 대해 검

증한 후 정상적으로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4 Test result of data channel list 

데이터 출력 기능의 검증을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전송하는 기능, 요청하는 데이터에 대해 응답하는 

기능 및 파일 전송 기능을 테스트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

는 그림 15~17과 같으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5는 스트리밍 데이

터 전송 및 수신 결과에 대한 그림이며, MQTT 프로토

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그림 15의 (a)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스트리밍 정보를 설정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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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5의 (b)와 같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그림 15의 

(c)와 같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를 수신하데 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교환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은 요청-응답 

기능 테스트 결과로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센서의 값을 URL로 요청 하면, 옵션에 따라 XML 
또는 JSON 형태로 결과를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7은 파일 전송 기능 테스트 결과로 선박 데이

터 서버의 FTP 서버로 접속 시 각 센서로부터 저장된 파

일을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를 통해 ISO 19847/19848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관리 및 상호 교환에 관

한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a)

(b)

(c)

Fig. 15 Test results of streaming data transfer 
(a) setting for streaming data transfer, 
(b) data transfer, (c) receiving data

Fig. 16 Test results of request-response data transfer

Fig. 17 Test result of file data transfer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해상 필드 데

이터 공유를 위한 선박 데이터 서버에 관한 표준인 ISO 
19847과 선박 기계 장비부 데이터 표준인 ISO 19848의 

DIS 버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표준 요

구사항을 만족하는 선박 기관부 데이터 관리 플랫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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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텍처 및 구성요소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데이터 모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필드 데이터의 교

환에 관한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데이

터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관리에 관한 표준이 존재

하지 않아 장비의 제조사마다 상이하던 데이터 교환 및 

관리 방법에 관해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따라 선박 기관부 및 기타 장비부의 데이터에 접근이 

쉬워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선박 탑재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지원, 효
율 향상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 ISO 19847/19848 정식 버전이 공표되면 이를 

비교 분석하여 최신 요구사항 충족하도록 플랫폼 각 구

성요소의 업데이트를 수행할 예정이며, 개발 플랫폼을 

실제 선박 다섯 척에 적용하여 실증 시험을 실시할 계획

에 있다. 또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여러 척의 선박으

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교차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함

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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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Min-Sik Park)

2000년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과 (공학사)
2001년 ~ 현재 : 이마린(주) 조선ICT사업본부 상무
※관심분야 : e-Navigation 기술, 스마트 자율선박, 항해통신장비, 해양ICT융합기술

정희석(Hui-Sok Jung)

2004년 : 동명정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2012년 : 금오공과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공학석사)
2014년 : 금오공과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박사수료)
2014년 ~ 현재 : 이마린(주) 조선ICT사업본부 차장
※관심분야 : e-Navigation 기술, 스마트 자율선박, 항해통신장비, 해양ICT융합기술, 위치추적기술

이장세(Jang-Se Lee)

1997년 :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1999년 :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2003년 :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13 ~ 2014년 : Duke High Availability Assurance Lab. Duk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04년 ~ 현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IT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 컴퓨터보안, 지능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생존성 분석, e-Navigation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