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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선 통신의  네트워크와 무선 통신의 Zigbee의 통합으로 신뢰성 있는 송이 가능한 지

능형  SAN(Ship Area Network)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SAN 통합 네트워크와 연결된 각종 센서와 제

어기를 구성  리 하고 원격제어를 하기 한 모듈을 구 한다. 이는 선박 내부의 주요구획  장비에 

한 실시간 모니터링  열악한 선박 내부의 작업환경을 감시하여 선박의 사고 방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

며, 선박 내부의 노동 경감, 운항 안 성 향상, 운항 경제성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intelligent SAN(Ship Area Network) which is reliable transmission by integration of  optical network 

of wire communication and Zigbee of wireless communication. We also implement module for remote control and constitute, 

managing for a various sensors and a controllers which are connected SAN integration network

It will be help to prevent accident of ship to monitor work environment, real time monitoring of a equipment  and   main 

compartment of a poor ship inside. And it will be also available to enhance labor reduction, sailing safety and sailing economical 

efficiency of ship inside  

키워드

Smart ship, Ship Network, Ubiquitous, Zigbee sensor network, Optic communication

І. 서 론

최근 조선업계의 IT 융합 기술의 유비쿼터스 기반 

지능형 선박 기술과 련하여 선박 제조  운행 시 

발생하게 되는 선박 유동 인원의 효율 인 리  

안 사고 방지 그리고 원격 자동화를 한 선박 필드 

시스템과 련된 기 ‧원천기술 확보를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

선박의 IT 융합기술의 유망 신기술 망[1]에 따

르면 미래 유망기술로 e-Navigation 기술, 스마트 선

박(유비쿼터스 선박), 지능형 생산 공정 기술이 부각

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선박기술로는 선박 내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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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스 네트워크 환경 용을 통한 유무선 통신기술

이 부각될 가능성을 높게 망하고 있다. 이는 선박 

내에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역, 인체 유해 가스, 장

비, 장치에 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 리 시스템으로 용이 가능하며 선

박을 이용하는 승무원이나 승객에게 IT 기술을 활용

한 맞춤식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사고 방지는 물론 근

무환경과 이용환경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재 선박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USN의 기술 

용을 한 평균 80km에 달하는 통신 기 망의 

부분이 력선 통신인 PLC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외 기술개발 부분이 이를 이용한 선박의 유비쿼터

스 유무선 통합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황이

다. 

하지만, 력선 통신은 통신 선로상의 노드의 수가 

증가하거나 압  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제

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와 느린 송속도로 인하여 해

양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 인 처가 어려

워 안 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선박에서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단 의 여러 구역으로 나 어진 

철  구조물 환경으로 인하여 통신에러  외부 잡음

으로 인하여 용하기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 의 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잡음  침입을 방지하고 고속의 데이터 송의 신뢰

성 확보가 가능한  통신을 이용하여 기 망을 구축

하고 Zigbee로 표되는 무선센서 네트워크 용 시 

선박 내부의 철  구조물 사이의 공간과 공간 사이의 

통신을 연결하는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기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한다.

Ⅱ. SAN 모듈의 설계  구

유선 통신의  네트워크와 무선 통신의 zigbee의 

통합으로 신뢰성 있는 송이 가능한 지능형 선박 

SAN(Ship Area Network)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SAN 통합 네트워크와 연결된 각종 센서와 제어기를 

구성  리 하고 원격제어를 하기 한 모듈을 개

발하고자 하 다. 이는 선박 내부의 주요구획  장비

에 한 실시간 모니터링  열악한 선박 내부의 작

업환경을 감시하여 선박의 사고 방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며, 선박 내부의 노동 경감, 운항 안 성 향

상, 운항 경제성 향상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과 2에 선박에 용하고자 하는 SAN에 

한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 /Zigbee 유무선 통합 SAN 네트워크 기술 
개념도

Fig. 1 The Concept diagram of wire and wireless 
integration SAN network technology of optical/Zigbee.

그림 2. SAN 네트워크 응용 개념도
Fig. 2 The Concept diagram of SAN network 

application

SAN을 구성하기 한 모듈 구조의 블록도를 아래 

그림 3에 나타내었다. Zigbee Wireless Network와 

Optic Network Module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간

에 로세서를 두어 두 모듈 사이의 통합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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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AN 모듈 구조 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of SAN module structure 

2.1 SAN의 기술  요구조건 분석  모델링

앞서 제시한 효율 인 유비쿼터스 선박의 무선 네

트워크 리  험 요소 감지를 한 SAN에 필요

한 기술  요구조건 분석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림 

4에 선박 3가지 유형의 사용자에 따라 필요한 기능에 

한 모델링을 나타내었다. 네트워크 리자는 센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리 기능이 필요하며, 

안 처리 리자는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원의 

치 추 과 작업공간과 재함 등의 환경 감시 기능

을 두었으며, 선박 정보 리자는 선박 내부 네트워크

와 외부 네트워크의 연동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의 여러 가지 기능  요한 화재  폭발 

험 감지와 련된 구  시나리오는 그림 5와 같이 

센서 네트워크의 정보를 항상 취합하여 안 처리 매

니 에게 획득한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경보 조치, 

액추에이터 조치 등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객

체들을 명세화하고 모델링을 실시하 다. 

 

그림 4. SAN 모듈의 주요 기능 모델링
Fig. 4 Main function modelling of SAN module

그림 5. 화재  폭발 험 감지 동  다이어그램
Fig. 5 Dynamic diagram of fire and explosion danger 

detection.

그리고,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인 SAN과 연동하는 

Zigbee 네트워크의 구동방식은 그림 6과 같이 시 스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시간 순서에 따른 효율 인 메

시지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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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Zigbee USN 네트워크 연동기술 알고리즘 
Fig. 6 Interconnection technolgy algorith of Zigbee 

USN network

SAN의 데이터 리는 그림 7과 같이 Zigbee가 

유비쿼터스 공간 상의 여러 종류의 센서로부터 데

이터를 수신하게 되면, 이들의 데이터를 하나의 패

킷으로 생성하여  물리 계층기반의 네트워크상으

로 한꺼번에 통합 리 시스템에 송신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는 여러 가지 이 이 있는데 그 에서

의 은 데이터 병목 상 방지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송에 있다. 

그림 7. 데이터 수신 모델링

Fig. 7 Data receive modelling

통합 리 시스템에서의 지령 정보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달하는 것은 와 반 로 진행

하게 된다.  물리계층 기반 네트워크 상에서 수신

한 패킷을 분할하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할당된 주소를 이용하여 각각의 센서 네트워크에  

필요한 정보만을 무선으로 송신하는 방식을 이용한

다. 이와 같은 구조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 데이터 송신 모델링
Fig. 8 Data send modelling

2.2 CC2520기반 Zigbee 모듈 설계  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구 하기 해 

Zigbee Pro 표 과 IEEE 802.15.4 표 을 기반으로 

TI사의 RF 송수신 칩인 CC2520[2]과 16bit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MSP430F2618[3]을 사용하여 Zigbee 센

서 네트워크를 설계하 다. 유무선 통합 SAN 모듈

의 구 을 한  네트워크 모듈과의 연동을 해 

SPI 통신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될 경

우를 고려하여 USB로 PC와 연결할 수 있는 USB 

커넥터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9과 10에 CC2520기반

의 Zigbee 센서 네트워크 모듈의 PCB Artwork와 

구 된 모듈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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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구 된 Zigbee 모듈
Fig. 9 Implemented Zigbee module

2.3  네트워크 모듈 구

IP113A 미디어 컨버터, 커넥터 TRS-3130ATG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모듈의 물리계층 회로를 구성

하고 통합을 한 로세서로 TMS320을 사용하 다. 

Zigbee 모듈과 마찬가지로 Zigbee 모듈과의 연동을 

해 SPI 통신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림 10. 구 된  네트워크 모듈
Fig. 10 Implemented optical network module

 

Ⅲ. SAN 모듈 테스트

3.1 Zigbee 모듈 성능 테스트

CC2520기반의 Zigbee 모듈의 무선 송 거리 성능

을 측정하기 하여 선박의 철골 구조물과 유사한 실

내의 가로 길이 100m 내외에서 Zigbee 모듈의 송신기

를 고정하고 수신기를 약 2m 내외로 이동하면서 각각

의 치에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의 계강도

를 측정하 다. 테스트 결과 100m 내외까지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 으며, 계강도는 약 70m 까지 측정

되었다. 그림 11의 그래 를 통해 송 거리가 멀어짐

에 따라 계강도(RSSI)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Zigbee 모듈의 무선 송거리 성능 테스트
Fig. 11 Performance test of wireless transmission 

distance of Zigbee module

3.1  네트워크 모듈 성능 테스트

 네트워크 모듈의 송속도를 테스트하기 하여 

Data Quality Analyer라는 네트워크 측정 장비를 사

용하여  네트워크 모듈 사이를  이블로 연결하

여 성능 테스트를 측정한 결과 약 76.19Mbps의 송 

속도를 보 으며 100%의 데이터 임 송수신률을 

보 다. 1514byte 크기의 데이터의 업데이트 시간은 

약 11us가 소요되었다. 송 사이클 타입은 고주 수 

측정용 오실 이터인 TDS684를 사용하여 송신 형

을 측정한 결과 약 95～100us의 사이클 타임의 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림 12에서부터 14까지  네트워크 

모듈의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었다. 



Ship Area Network(SAN)를 한 Zigbee   통신 유무선 통합 모듈 구

 433

그림 12. 송속도 측정 결과
Fig. 12 Measurement result of transmission speed

그림 13. 업데이트 타임 측정 결과
Fig. 13 Measurement result of update time

그림 14. 송 사이클 타임 측정 결과
Fig. 14 Measurement result of transmission cycle time

Ⅳ. 결 론
 

지능형 유비쿼터스 선박의 효율 인 인원 리, 안

사고 방지, 그리고 원격 자동화를 한 선박 필드 

시스템을 해 유무선 통합 SAN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시하 다. SAN 네트워크는 기존 PLC로 운 되던 

선박의 기 망을  네트워크로 체하고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통해 각종 사고 방과 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AN 네트워크를 구 하기 해 

SAN 네트워크의 주 구성 요소인 무선 Zigbee 모듈과 

유선  네트워크 모듈을 설계  구 하 고, 이를 

테스트하여 성능을 입증하고자 하 다. 재 연구 진

행단계는 Zigbee 모듈과  네트워크 모듈을 구 하

고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 구 한 SAN 모듈을 다양한 각도

로 테스트를 수행하며 문제 을 수정해가며, 선박에 

용될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어 리 이션의 

구 에 해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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