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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개

1.1 사이버 선박 장점과 문제점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기구

는 국제 안전 관리 코드(ISM) 및 국제 선박 및 항구와 같은 다

양한 규범과 조치를 통해 반영된 해양 보안 및 안전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은 선박 

및 항만 운영 및 선상 및 육상 인력을 포함한 작업 환경의 안

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코드는 위험 식별, 사고 예방 및 비상 상황에 중점을 두

어 해상 인명 손실 또는 환경 재해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

래하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 작업을 지원한다. 

그러나 유병률과 해운 운영에서 ICT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이 산업의 보안 문제가 잠재적 위기의 물리적 원인에 국한되

지 않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선박이 항구를 떠난 후 물리

적 격리는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검증했

다. 인적 오류 또는 기계적 오류의 문제이다.

ICT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육상 시설과의 통신이 

가능한 상호 연결된 인프라의 도입으로 해운 업계는 점점 더 

효율적이지만 매우 위험한 디지털 시대 또한 맞이한다. 디지

털화는 물리적 항해를 통해 수집된 디지털 정보를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운 산업을 변화시켰다.

더 높은 IT 자동화 및 운송 시스템의 사이버 기술 통합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사이버 위험은 최소 7개 차원에서 

기존의 위험과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 운송 시스템은 기존의 

운송시스템 운영과 동일하게 안전하지 않다. 사이버 공격(사

이버 보안)을 피하고 감지하고 사이버 공격이 감지되면 효율

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사이버 복원력)이 사이버 시스템 운영

의 성공에 중요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IoT 센서를 지원

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범죄자, 테러리스트 또는 

hacktivists 로부터 오는 광범위한 잠재적 사이버 공격에 의해 

정기적으로 위협을 받는다. 사이버 공격자는 사용 가능한 모

든 채널을 사용하여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한다. 기업 스파이 활동, 강탈, 주식 시장 조작 또는 테러 

활동 계획 및 수행과 같은 위협, 이와 동시에 무정지 IT 시스

템을 보장하지 못하고, 각 시스템의 운영 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이것은 기업의 업무 보증에 대한 치명적

인 도전이다.

사이버 범죄의 대응에 전 세계에서 소요될 비용이 미화 

7,9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Dreyer et al., 2018). Wannacry 및 Petya 바이러스와 같은 

최근 사례가 보여 주듯이, 사이버 범죄의 영향에는 산업의 운

영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게 한다.

따라서 현대 해운 업계는 인터넷을 통해 공급 업체 및 고객

과 연결된 프로세스가 공유 네트워크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

에 자체 데이터 및 제어 시스템은 물론 공급망과 관련하여 사

이버 위험에 직면해 있다 (He et al., 2016).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격자는 공통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공

급 네트워크에서 가장 취약한 링크를 통해 IT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행위자에 액세스하고 영향을 준다 (He et 

al., 2016), (Khan and Sepulveda Estay, 2015). 그 영향과 계

속해서 전개되는 문제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을 높이기 위해 선박 운영에서 IT 시스템 사

용으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가 최우선의 과제

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제시될 사이버 선박 모델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

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필요한,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

나, 설치 될 모든 ICT 시스템들을 총 망라 하였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지하고 방지하는데 필요

한 세부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사이버 선박의 구성

선박에서 작동하는 여러 장치 및 서비스의 식별을 비교하

여 이 모델을 소개한다. 선박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일 장치 

또는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잠재적인 위험이며 심지어 사

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선박의 서비스와 시스템은 

다음 범주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화물 관리 시스템(Cargo management systems) - 화물 

적재, 제어 및 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 및 인프라. 이러한 

시스템은 선박뿐만 아니라 화주 회사 또는 항구와 같은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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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배치된다.

브릿지 시스템(Bridge systems) - 이들은 선박에 배치되며 

ECDIS, VDR, AIS, ARPA 및 레이더와 같은 장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의 대부분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추진, 기계, 전력 제어 시스템(Propulsion, machinery, 

power control systems) - 이 시스템은 선박을 운전하고 선

박 운영을 위한 전기 및 기타 기본 기능을 제공한다.

출입 통제 시스템(Access control systems) - 물리적 보안

은 선상 직원 등록, 선원 유지 관리, 선원 작업 등록, 보안 경

보, 등이  이러한 시스템에 포함된다.

승객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Passenger servicing and 

management systems) - 자산 관리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

템으로 탑승 중 모든 승객을 등록하고 액세스한다.

승객을 위한 공용 네트워크(Passenger facing public 

networks) – 승객이 여행하는 동안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 있

도록 만들어진 케이블 및 무선 네트워크와 기타 모든 엔터테

인먼트 시스템이다.

관리 및 승무원 복지 시스템(Administrative and crew 

welfare systems) - 승무원이 일상 업무를 위해 기내에서 사

용하는 모든 컴퓨터, 일반적으로 내부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액세스를 지원한다.

통신 시스템(Communication systems) - 여기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선박을 해안 또는 다른 선박과 연결하는 장비이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Radio 또는 위성 통신을 통해 수행 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내부 및 외부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포함된.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통신 

시스템의 약점은 ("Solarwinds MSP", 2018)로 분류되었으며 

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일반적인 취약점들을 소개한다.

- Missing data encryption

- Missing data authentication

- Download of data/codes without integrity checks

- Missing mechanism of software/firmware authentication

- OS command injection

- SQL injection

- Buffer overflow

- Missing user authorization

- Unrestricted upload of dangerous file types

- Reliance on untrusted inputs in a security decision

- Cross-site scripting and forgery

- Use of broken algorithms

- URL redirection to untrusted sites

- Path traversal

- Other software bugs

- Weak passwords

- Software that is already infected with the virus

- Outdated of unsupported operating systems

- Outdated or missing antivirus

- Outdated or unsupported maritime software or services

- Wrong design of a network

- Lack of protection measures in a network

- Inadequate access control or lack of it

- Lack of backup mechanisms

이 목록은 기술, 사용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방법을 개

선하는 해커의 기술에 따라 다르므로 완전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없다. 매년 새로운 해킹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보안 허

점이 발견된다. 

다음은 Hyra에 따른 모델(Hyra, 2019)이다. 이 문서에 제시

된 장비 목록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시스템, 장비/하

드웨어, 데이터 부족으로 소프트웨어가 생략되었다. 텍스트와 

함께 배치된 참조 외에도 다른 주요 정보 출처는 다음과 같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MO, 2019, & IMO, 2018)

- Integrative Knowledge Platform For Transport and 

Logistics (SKEMA) (SKEMA)

-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BIMCO) 

(BIMCO, CLIA, ICS, and others, 2018)

- Marine Insight (Marine Insight, 2019) 

(Maritime Insight – Karan C, 2018)
- Tototheo (Tototheo Maritime, 2019b)

- Engineers Journal (Meskell)

- Samid Mulla (Samid Mulla, 2016)

- Kongsberg (Kongsberg, 2019)

-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2002)

- Sperry Marine (Northrop Grumman, 2005)

- Meeting with Ultra Ship

- Personal or phone contact with people from maritime 

environment like Lukasz Pozniak (MasterMar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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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박의 구조 (CyberBit / Volpe / US 
Department of Transportaion, 2013)

그림 1과 그림 2 에는 다양한 선박 시스템 구성 요소가 나

와 있다. 그림 2는 주로 선박의 일반적인 작동을 유지하는 기

계 장치에 중점을 둔다. 그림 1은 배를 제어 할 수 있는 장치

에 중점을 둔다. Hyra가 제시한 선박 구성품 목록은 (Hyra, 

2019) 다음과 같다.

# Core infrastructure systems - 장치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선박 장비 및 기술이다.

– Cabling - in theory :
1) 승무원 컴퓨터 및 관리 작업을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2) 선박의 센서, 기계, 내비게이션 장치를 위한 별도의 네

트워크

그림 2 Structure of a ship different view (Meskell)

3) 승객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 Security gateways
– Routers
– Wireless Access Points (Wi-Fi)

– Switches
– Firewalls
– Virtual Private Network (VPN)-원격 네트워크에 암호화 

된 연결 방법

– Intrusion Prevention/Detection Systems, logs of systems
– Backup and Restore systems

# Communication Systems -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모든 

장비 및 서비스

– Satellite communication - 아래는 위성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목록이며,  일반적

으로 각 회사가 소유한 다른 위성을 사용한다.

* Iridium

* Inmarsat

* Globalstar

* Thuraya

* MSAT

* VSAT

–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장비 - 승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전화를 걸수 있는 서비스이며 여기에는 인터넷

과 전화선을 교차 연결하는 육상 회사의 인프라가 포함된다.

–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VHF 무선 기반

의 선박 간, VTS와 선박 간 메시지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

스템이다. 선박 식별, 메시지를 기반으로 ECDIS 기계에 공급 

된 다른 선박의 위치에 대한 예측 여부, 충돌 회피, 수색 및 

재사용 신호 및 기타 보완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들어졌다.

– LORAN (Long Range Aid to Navigation) - 위성 위치 

확인 시대의 첫 번째 버전 이전에 발명 된 무선 위치에 사용

되는 장치는 최대 45km까지 정확히 판단했다. 마지막 버전 

LORAN-C의 정확도는 약 460m이다.

– eLORAN (Enhanced Long Range Aid to Navigation)-
최신 버전의 LOARN, 정확도 20m

– Vessel Traffic Service (VTS)-항공 교통 관제와 유사한 

해상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VTS의 책임은 항구 또는 항

구 주변의 선박 교통을 추적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VHF, CCTV, 레이더 및 AIS를 사용한다.

– Long Range Tracking and Identification (LRIT)-SOLAS 
및 IMO 규정에 따라 선박이 위성 연결을 통해 하루에 최소 4 

회 이상 특별히 준비된 인터넷 플랫폼에 위치를 자동으로 보

고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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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준수해야하는 장비 및 절차에 대한 국제 규정 및 요구 

사항이다. GMDSS의 일부는 위성 통신이며 현재 Inmarsat은 

이 시스템의 공식적인 대표이다. 아래 목록에는 이러한 필수 

장치와 시스템이 있다.

- Emergency position-indicating radio beacon (EPIRB)( 

Marine Knowledge, 2013) (MarineInsight-Shilavarda 

Bhattacharjee, 2017) - 위성을 통해 전 파비콘을 406MHz 메

시지로 전송하여 이벤트 발생시 경보를 울리는 장치 긴급 상

황. 일반적으로 비상 보트에 장착된다.

* Rescue Radar Transponders (SART) (Marine 

Knowledge, 2013)

Marine Insight - Shilavarda Bhattacharjee - 선박에 장

착 된 수색 및 구조 위치 확인 장치로 선박 찾기 잃어버린 때. 

SART는 방수 기능이 있으며 배터리는 약 100 시간 이상 작동 

할 수 있다. 9GHz 레이더 대역에서 작동한다.

* Navigational Telex (NAVTEX) 수신기-항해 또는 기상과 

같은 다양한 경고를 선박에 전달하기 위한 국제 자동화 서비

스이다. 약 370km의 연안에서 작동한다.

초고주파 무선 (VHF) -이 장치는 156MHz ~ 174MHz 사이

에서 작동하며 때로는 정확한 조난 신호 위치를 전송하기 위

해 GPS 수신기에 연결된다.

Digital Selective Calling (DSC)-VHF를 통해 수행되는 특

정 다른 무선 장치에 연결하려면 각 무선 장치에 고유 한 9 

자리 번호가 할당 된 MMSI(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를 알아야한다. 그런 다음 음성 또는 기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 Radiotelex - VHF 라디오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만 저주파 대역 HF 및 MF에서 작동한다.

* Integrated Bridge systems (MarineInsight-Shilavadra 

Bhattacharjee, 2017) - 브리지에 배치 된 장치는 종종 일종

의 통합 제어 콘솔 (예제 제품)에 병합된다. 이름은 NACOS( 

Wartsila), IMCAS, SMCS (ASIC)이다.

–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

 * Galileo

 * Globalnaya Navigazionnaya Sputnikovaya Sistema 

     (GLONASS)

 *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COMPASS) (BDS)

* Indian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NAVIC) 

     (IRNSS)

*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QZSS)

– Ships Movement Information Display System (SMIDS) 
(Tototheo) - 선박의 선수 및 선미에서 지상 속도를 측정하여 

매우 정확한 속도를 제공한다 (GPS / GLONASS 수신기 사

용).

– General alarm system - 모든 경보 시스템을 관리 할 수 

있는 패널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 선박의 센서, 사전 다운로드 된 지도, 프로그램된  

항해 계획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항해 정

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더 나은 선박 항해에 사용된다. 자

동 조종 장치에서 사용된다. 다른 많은 장치 중에서 AIS와 정

보를 교환하여 다른 선박이 포지셔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

는다.

– Bon Voyage System (BVS) (Tototheo Maritime, 2019a)
– 날씨, 바람, 선박의 종류에 따라 가장 빠른 경로와 여행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ECDIS를 보완 할 수 있는 시스템

– THD (Transmitting Heading Devices) - 선박의 실제 방

향에 대한 정보를 선박의 다른 시스템에 제공하는 전자기 나

침반이 포함된 전기 장치

– Anemometer - 풍속 측정에 사용되는 장치. 해상에서 이

러한 장치는 선박의 네트워크에도 연결된다. 

– Sonar (or Fishfinder, Fathometer) - 수중 영역과 해저

를 스캔하는 장치. 결과적으로 수중 음파 탐지기는 물에 떠있

는 물체와 모래톱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 Gyro Compass - 전자기 나침반과 달리 자이로 스코프 

속성을 사용하여 진북을 결정한다 (전자 북은 북극 / 남극에 

배치되지 않고 측면으로 이동하여 탐색 중에 고려할 요소와 

계산을 더 추가한다).

– Radar equipment - 소나와 달리 레이더는 해면 위 영역

을 스캔한다. 결과적으로 물이나 공기에 있는 모든 물체를 매

핑 할 수 있다.

* ARP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키보드가 있는 화

면 형태의 레이더 장비의 일부로, 레이더 입력을 기반으로 스

캔 영역을 플롯하고, 움직이는 물체를 선택하고, 자동으로 추

적하고, 속도와 경로를 계산하고, 결과적으로 경고 할 수 있

다. 물체가 배와 충돌하는 코스에 있는 경우 SOLAS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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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선박 조종 (자동 조종 장치에 연결됨)을 실행할 수 있다.

* ATA (Automatic Tracking Aid) - ARPA와 유사한 시스

템이지만 기능이 적다.

– Autopilot - 전자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기동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본질적으로 배가 어디로 가야할지 알려준다.

– Speed and Distance Log Device - 시작점에서 항해의 

다양한 매개 변수를 측정하고 저장하는 장치이다. 다양한 입

력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를 계산한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 Sound Reception System - 완전히 밀폐 된 유형의 선

박용으로 이를 통해 선실 내부의 항해 사관은 다른 선박의 소

리 신호와 안개 경적을 들을 수 있다.

– Ship Whistle - 경적은 보통 두 개가 있으며, 하나는 공

기로, 두 번째는 전자적으로 실행된다.

– Voyage Data Recorder (VDR / S-DR) - 블랙 박스처럼 

동작하며 속도, 방향, 위치, 엔진 정보, 연료량 등 선박에 필요

한 모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기기이다. 또한 음성 녹

음 기능이 있으며, 최대 12 시간까지 기록할 수 있다. 소스에 

따르면 육상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

– Nautical Decision Support - ECIDS, Radar, Sonar, 풍
속계 등과 같은 시스템의 다른 이름이다.

– Fleet Management System (Marine Insight, 2017) - 선
박 소유자와 선박 관리는 모든 선박과 연락을 유지하고 연료 

효율과 같은 속성을 볼 수 있는 추가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 Manual Ship Maneuvering
* 엔진 주문 전신 시스템-선박의 속도를 제어한다.

* 탐색 Lights

* Wing Control Console - 함선 외부를 더 잘 볼 수 있도

록 함교의 날개에 배치 된 추가 콘솔 (항구에 함선을 도킹하

는 동안 사용됨).

* Bow Thruster Control System

– Manual control over water ballast.
추진, 기계 및 전력 제어 시스템-선박의 모든 기계 및 전기 

장치로 승무원이 장기간에 걸쳐 작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 엔진 성능이나 ESD와 같은 일부 시스템은 육상에서 접근 

할 수 있다.

– Engine Control Room Console - 데크 아래에 배치되어 

기계에 대한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는 콘솔.

– Engine Governor System -엔진 속성을 제어 할 수 있

는 시스템.

– Power Management System - 선박의 모든 장치에 안정

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 주 배전반 - 퓨즈, 회로 차단기, 과전류 계전기와 같은 

주 전원 안전을 담당하는 장비.

* 비상 배전반 - 주 배전반에 백업 배전반.

* 디젤 발전기 또는 가스 터빈 - 주 엔진이 손상되거나 과

부하된 경우 전력을 생성하기 위한 예비 장치.

– Emergency Shut Down(ESD) - 안전 속성이 있는 경보 

시스템의 일부이며 ESD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

– Signal Light Column - 기계 구성 요소의 일반적인 상태

를 보여주는 경보 시스템의 일부이다.

– Ruder Angle Indication - 엔진 실과 브릿지에서 바라본 

방향타의 위치를   보여주는 장치.

– Anchor and Mooring Winch Control System - 일반적

으로 승무원에 의해 전자적으로 로프를 오프라인으로 제어하

는 틀이다.

– Extra stabilizers of the ship - 파도에서 선박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 Electronic controlled fins.

* 고정 핀.

* Big gyroscopes.

* Active extra ballast systems (Crazy Hippo, 2018a) - 

지속적인 파도의 리듬에 따라 강력한 펌프와 물리적 특성으로 

대형 탱크를 동적으로 채우고 비운다.

– Emergency Shut Down (ESD) ( Safety4Sea, 2018b) - 
정의된 위험 상황에 따라 주어진 방식으로 반응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 일부 시스템에서 너무 큰 압력, 높은 탱크 수위, 너

무 높은 온도 등이 있다.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시스템은 

사전 프로그래밍 된 절차를 따르고 일부 하위 시스템 또는 전

체 선박을 제어 종료한다. 육상에서 수동 및 원격으로 활성화 

할 수도 있다. 기계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원치 않는 폭발과 누출을 방지하는 안전보장, 선박의 다른 경

보 시스템과 통합되고 하나의 패널에서 제어 될 수 있다.

– Air Condition Plant (Marine Insight, 2018b) - 일부 선박

에는 화물, 식품, 선박 실내의 공기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냉

각하기 위한 전용 에어컨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 Sewage Treatment Plant - 이 시스템은 공정 후 바다에 

버려지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분해한다.

– Marine Heavy Fuel Oil (HFO) Treatment System 

(Marine Insight-Anish, 2018b) (Marine Insight, 2018a)

* 선박의 이동 력 생성 및 전력 생성에 사용되는 오일이 포

함 된 오일 처리 시스템이다.. 아래에 설명 된 IFO 및 MDO에 

비해 가장 낮은 품질의 연료이다. 일반적으로 HFO 오일은 단

단하며 파이프 위로 펌핑하기 위해서는 가열이 필요하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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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생산에서 가장 낮은 품질의 오일이다.

– Intermediate Fuel Oil (IFO) Treatment System 

(Marquard and Bahls, 2015) - HFO와 기타 증류액의 비율은 

MDO보다 작지만 일반적인 품질은 HFO보다 좋다.

– Marine Diesel Oil (MDO) Treatment System (기계 공간, 

a) (기계 공간, b) - IFO 및 HFO보다 높은 품질을 보인다. 내

부에 매우 적은 양의 HFO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다른 

오일 증류 액의 혼합물이다.

– Fuel Oil System (Wartsila Encyclopedia of Marine 

Technology) - HFO, IFO 및 MDO에는 자체 탱크와 자체 처

리 시스템이 있지만 이러한 오일을 사용할 준비가 되면 (가열, 

세척, 때로는 다른 프로세스가 수행됨), 이 연료 오일 시스템

이 엔진으로 운반하는 침전 탱크로 펌핑된다.

– Waste Incinerator Plant (Marine Insight-Anish, 2017a)

– 정상적인 작업 중에 선박에서 생성되는 고체 및 액체 폐

기물을 태우는 선상 기계 부품이다. 선박의 전체 폐기물을 줄

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 FreshWater Generator Plant (Marine Insight-KaranC, 

2017) ( Marine Insight-최고 사무소 Abhishek) -담수를 만드

는 시스템이다.

– Central cooling water System (Wartsila 해양 기술 백과 

사전, a) (Marine Insight-Anish), - 주 엔진 냉각에 사용되며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고온 담수 냉각 시스템

* 저온-담수 냉각 시스템

* 해수 냉각 시스템

– Lube Oil System (Marine Insight-KaranC, 2016) ( 

Marine Insight-Anish, 2017c) - 이 시스템이 구현된 선박의 

경우 엔진과 터보 차저 주변에 윤활유 / 오일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도록 설계되었다.

– Starting Air System (Marine Insight-Shalabh Agarwal, 
2017) - 선박 엔진 시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 왕복

하는 질량의 거대한 관성으로 인해 많은 에너지를 삽입해야한

다.

- Access control systems - 이미 언급한대로 선박의 물

리적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 카메라 시스템과 같

은 감시 시스템은 Codec 소스에 따라 육상에서도 원할하게  

구현 할 수 있다.

–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 

Tototheo Maritime) - 사용자 상호 작용 및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브릿지 인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

스템은 승무원의 장애를 감지하고 백업 내비게이터 직원을 위

해 경보를 전달할 수 있다.

– Shipboard Security Alarm Systems (SSAS) - 이 시스템

이 활성화되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선주에게 위성을 통해 메시

지를 전송하는 유형의 선박 보안 경보 시스템이다. 해적 공격

이나 기타 테러 행위에 사용된다.

– Electronic “personnel-on-board” systems - 이 장비는 

유지 보수 수리와 같이 선박에서 수행되는 활동, 선박에 탑승

한 사람과 시기, 그 이유를 모니터링한다.

- Cargo management systems - 화물 관리에 필요한 모

든 장비. 화물 관리 시스템은 육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선체 응력, 선박 계획과 같은 모든 속성에 액세스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Cargo Control Room (CCR) - 선박의 자체 실 또는 선교

에 배치하여 책임자가 선박의 적재 및 하역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제어한다. 그 사람은 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펌프와 

밸브 위치를 제어한다. 자동 메카니즘은 아니다.

– Water Ingress Detection and Control System (Main 

Ballast System)

* Level indication system - 이 시스템은 선박의 총 하중

을 측정한다.

* Valve Control System - 물이 밸러스트 탱크를 채울 수 

있도록 열 수 있는 밸브이다.

* Main Bilge System (Marine Insight-Mayur Agrawal, 

2018) - 이 시스템은 화물과 같은 공간, 메인 데크 아래의 공

간, 엔진실, 기타 기계 공간에서 과도한 물과 슬러지를 펌핑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Water ingress alarm system – 이 시스템은 선박 내부에 

있는 총 물의 양을 제어하거나 해수면과 관련하여 선박 수위 

깊이를 제어한다.

* 선적 정보, 안정성 제어 및 선적 계획 업데이트를 해양 

터미널 및 하역 회사와 교환하는데 사용되는 온보드 적재 컴

퓨터 및 기타 컴퓨터 

+ Reefer Container Monitoring System – 컨테이너 또는 

탱크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종종 추가 전원 공급이 필

요하다. 그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박에서

의 위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운송기

간 동안 전송되는 전력량을 제어할 수 있다. 

+ Hull Stress Monitoring Systems (HSMS) - 선박 주변에 

설치된 센서 덕분에 하중으로 인해 선박의 선체에 대한 인장, 

압축, 비틀림, 전단/굽힘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

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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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Planning System (SPS) -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컨테이너가 화물 영역 주변에 어떻게 분산되어야 하는지 계획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은 HSMS와 협력하여 부하

를 수정할 수 있다.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제 소프트웨어는 

IT StowMan, Capstan4, Autship Systems 이라고 한다.

– Electronic Crane Equipment
# Passenger or visitor services and management 

systems - 자산 관리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템, 탑승 중 모

든 승객을 등록하고 액세스한다.

– Property Management System (PMS) - 수하물 추적, 하

우스 키핑, 고객/승객 회계, 환전, 예약 로딩 및 추적, 통로 관

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한다.

– 선박 승객/방문객/선원 탑승 접근 시스템 - 승객이 선박 

시설의 특정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PMS 보완 시스템.

# Passenger-facing networks - 승객이 여행하는 동안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케이블 및 무선 네트

워크, 모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 승객이 분리 된 Wi-Fi 또는 LAN 인터넷 액세스.

– TV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및 기타.

# Administrative and crew welfare systems – 승무원이 

일상 업무를 위해 기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일반적으

로 내부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 있다.

– 내부 통신-모든 메시지는 선박 내에서 전송된다.

– 전자 건강 기록.

– 금융 관련 시스템 - 예를 들어 운송, 승객, 수리 등에 대

한 송장 관리

– 인프라 지원 시스템 :

+ Domain Name Service (DNS) (very optional and rare)

+ Active Directory

+ Outlook

+ Mark5

+ Dualog

+ Servers with other services

+ Printers

+ Many other potential software and hardware

– 승무원 Wi-Fi 또는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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