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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지능을

기술을 넘어
 World Maritime 소식
❍ 디지털 MRV와 DCS리포팅 확인 프로세스 - EU MRV와 IMO DCS에 의한 배출보고는 번거러운
프로세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DNV-GL은 중대형 선단의 운용자가 이 업무를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는 온라인 레포팅 시스템을 설립 하였다. 새롭게 론치된 배출인사이트 대쉬보드는 에미션 성
능벤치마크로 사용될 수 있다.

☞

https://www.dnvgl.com/expert-story/maritime-impact/Digital-MRV-and-DCS-reporting-st
reamlines-the-verification-process.html?utm_campaign=MA_20Q4_ART_Ind_316_MRV%20
DCS&utm_medium=email&utm_source=Eloqua

❍ MOL은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성공적인 시운전을 완성 - 일본의 컨테이너 운항사 MOL은
euglena Co에 의해 개발된 신재생 바이오 디젤 연료를 타그보트에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시운전
을 마쳤다고 보고 하였다.

☞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mol-completes-successful-trial-of-next-generatio
n-biodiesel-fuel/

❍ CTAC2020 컨퍼런스 기술을 불러일으키는 터미널 - 컨테이너 터미널은 최근에 사용자와 관쳥이
증가하는 요구사항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주요 기술을 개선하고 있다.

☞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tac2020-terminals-to-focus-on-emerging-techno
logies/

❍ CTAC2020: AI드라이버가 자동화에 도전을 반영 - AIDriver CEO와 설립자 Dr. Rafiq Swash는
주요 기술이노베이션 프로젝트와 실제 결과에 대한 패널토론자 5명 중의 한명으로서 항구분야에
기술개선과 지속적인 성장을 인식하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Dr. Swash가 언급하였다.

☞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tac-2020-aidrivers-reflects-on-automation-challe
nges/

❍ NYK 2차 원격 항해 시험을 완성 – NYK 그룹은 일본 정부의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활용을 위
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차 터그보트 원격항해 시험을 종료하였다.

☞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nyk-completes-second-remote-navigati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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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AC2020: 5G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용의 백본으로 자리메김 - 5G 네트워크는 컨테이너 터미널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드라이브하고 있으나 앞으로 1년은 기술구현을 위한 중
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tac-2020-5g-to-be-the-backbone-of-containerterminal-operations/

❍ 2020년 12월 1일 한노 국제 웹 세미나의 노르웨이 스마트쉽 Ornulf Rodseth 발표자료 - 노르웨
이의 스마트쉽 개발 현황, EU스마트쉽 프로젝트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

http://www.sanship.or.kr/sub/notice.php?menu=&state=read&num=496&page=2&mcnt=0&
flag=notice&key=&search=

❍ 2020년 12월 1일 한노 스마트시티 웹 세미나 노르웨이 수소 운송시스템의 미래 - EU의 운송통
계, 온실가스, 수소자동차 프로젝트 등의 자료가 있다.

☞

http://www.sanship.or.kr/sub/notice.php?menu=&state=read&num=499&page=1&mcnt=0&
flag=notice&key=&search=

❍ 2020년 12월 1일 한노 스마트시티 웹 세미나 - 노르웨이 기후와 위성을 통한 스마트 인프라에
관한 발표 자료이다.

☞

http://www.sanship.or.kr/sub/notice.php?menu=&state=read&num=501&page=1&mcnt=0&
flag=notice&key=&search=

❍ 선박구조물의 혁신 탄소합성재료 - DNV-GL의 보고서로 탄소합성물질의 해양산업에 적용 사례
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40년의 탄소합성에 관한 경력을 가진 2명의 전문가와 선박구조물로서
철강을 대체할 것인지를 탐색하는 토론을 가졌다.

☞

https://www.dnvgl.com/expert-story/maritime-impact/From-composite-evolution-to-vess
el-construction-revolution.html?utm_campaign=MA_20Q4_ART_Ind_275_Vessel%20constru
ction%20revolution&utm_medium=email&utm_source=Eloqua

❍ 스웨덴 컨소시엄은 AI 선박지원시스템을 개발 - 스웨덴의 선박최적추진 전문 Lean Marine은 선
박의 선원과 선박관리에 의한 AI선박운용지원 기술 채택, 기술개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
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다.

☞

https://thedigitalship.com/news/electronics-navigation/item/6988-swedish-consortium-d
evelops-ai-powered-ship-support-system

❍ BMT는 자율운항 운용계획을 개선 - BMT는 UK 수로국과 협업으로 자율운항해운 분야의 알파제
품을

☞

개발하기

위한

최초

ADMIRALTY

Marine

Innovation

Programme을

획득하였다.

https://thedigitalship.com/news/electronics-navigation/item/6938-bmt-to-enhance-auton
omous-operations-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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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항 해상운송시스템의 로드맵 발표 - 로드맵은 스마트선박, 항구, 디지털데이터 변환, 자동
프로세스, 자율운항선박 및 첨단 로보트의 분야에서 인더스트리 4.0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로
드맵은 노르웨이의 SINTEF와 싱가폴의 TCOMS(Technology Centre for Offshore and Marine,
Singapore)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 싱가폴 해사당국과 싱가폴 해사연구소, 노르웨이 연수위원회
(RCN)에 의해 개발되었다.

☞

https://thedigitalship.com/news/electronics-navigation/item/6909-roadmap-for-autonom
ous-sea-transport-systems-unveiled

❍ NAVIS 2021 트렌드 예측 - NAVIS는 COVID19로 인해 컴퓨터와 크라우드 시스템, 신기술 이노
베이션과 적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2021년도 트랜드를 예측하였다. 설문조사에서 크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해상물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응답자의 54퍼센트인 작년의 통계에서 2020년
도 통계는 93퍼센트로 40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응답자의 79퍼센트는 크라우드 시스템으로 변경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https://thedigitalship.com/news/maritime-software/item/7016-navis-identifies-trends-for
-2021

❍ 자동화 2020,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의 인식과 도전 그리고 기회 -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에
대한 설문응답자 94%가 앞으로 3-5년이 경쟁이 될 것으로 응답하는 등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이다.

☞

https://www.techvalidate.com/collections/automation-2020

 국내 조선해양 ICT 업계 소식
❍ 5G 국가망 실증돌입 융합산업 활성화 기대 - 이통사와 중기 컨소시엄이 전국 5곳에 5G 국가망
을 구축하여 유선랜 기반망을 대체할 계획이다. 보안, 편의성 개선이 기대되며 NIA는 새해 글로
벌 진출을 위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셈이다.

☞

http://mail2.scrapmaster.co.kr/mail/include/iitp_display.php?news_id=42973&scrapBookNo
=1139&scrapinfo=202012150&article_serial=20201215jj00009001&q=aWl0cHwyMDIwMTIxN
TB8MjAyMLPiIDEyv%2FkgMTXAzyAgKPv9KSDBtrCj

❍ SW융합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 송경희 과기부 SW산업정책관은 SW융합기술은 4
차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이다. 빠른 정보화와 우수한 IT인력을 바탕으로 IT강국을 이룬 우리나라
가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SW활용 융합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

http://mail2.scrapmaster.co.kr/mail/include/iitp_display.php?news_id=43045&scrapBookNo
=1140&scrapinfo=202012160&article_serial=20201216da00b05002&q=aWl0cHwyMDIwMTIx
NjB8MjAyMLPiIDEyv%2FkgMTbAzyAgKOKpKSDBtr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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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사물을 위한 심층학습인공지능기술적용동향 - 본 고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특히, 심층학습,
강화학습과 같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자율사물 개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
펴본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를 자율사물의 한 예, 즉 기술적용 분석을 위한 하나의 응용 도메
인으로 선정하였는데 자율주행이 감지(Sensing), 인지, 판단, 계획(Planning), 제어(Control) 등 넓
은 영역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자율 주행차 도메인에서의 분석 내용이 다른 많
은 자율사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http://www.sanship.or.kr/sub/notice.php?menu=&state=read&num=494&page=2&mcnt=0&
flag=notice&key=&search=

❍ AI 네트워크 해외동향 - 기존 네트워크 문제점 및 새로운 네트워크 연구필요성, ITU-T의 네트워
크 2030 및 머신 러닝 연구동향, 컴퓨터 퍼스트네트워킹 연구동향 등 네트워크 해외동향이 요약
되어 있다.

☞

http://www.sanship.or.kr/sub/notice.php?menu=&state=read&num=495&page=2&mcnt=0&
flag=notice&key=&search=

❍ 2020년 12월 1일 한노 웹 세미나의 한국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에 관한 김진 박사의 발표자료
-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이다.

☞

http://www.sanship.or.kr/sub/notice.php?menu=&state=read&num=497&page=2&mcnt=0&
flag=notice&key=&search=

❍ 2020년 12월 1일 한노 스마트시티 웹 세미나의 현대자동차 발표 - 현대 수소자동차의 계획과
성능에 관한 자료

☞

http://www.sanship.or.kr/sub/notice.php?menu=&state=read&num=498&page=2&mcnt=0&
flag=notice&key=&search=

❍ 2020년 12월 1일 한노 스마트시티 세미나 -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후 전략에 관한 한국
기상산업기술원 발표자료

☞

http://www.sanship.or.kr/sub/notice.php?menu=&state=read&num=500&page=1&mcnt=0&
flag=notice&key=&search=

❍ 인텔리안 2021년 OneWeb 사용자 터미널 보급 - 인텔리안은 저궤도 위성통신(LEO)공급자로 선
정되었다. OneWeb은 영국, 알라스카, 케나다, 북유럽, 그린랜드, 아이슬랜드 북극해 등을 커버한
다. 인테리안은 2019년 확정된 기업과 해양시장 모두의 터미널 구축을 위하여 OneWeb과 이미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

☞

https://thedigitalship.com/news/maritime-satellite-communications/item/6997-intellian-to
-deliver-oneweb-user-terminals-fo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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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SmartShip Solution 탑재 - HMM의 12척 24,000TEU 컨테이너
선박에 마린웍스의 스마트쉽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탑재하였다. 이 솔루션은 2021년에 인도될
16,000TEU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탑재 될 예정이다.

☞

https://thedigitalship.com/news/maritime-software/item/6987-hmm-installs-marineworks
-smart-ship-solution-on-ultra-large-contai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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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소식
❍ NMEA 2000 인증 시험 실시
- 일시 : 2020년 12월 15일 (화) / 10:00~17:00
- 장소 :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NMEA 2000 인증 시험 실시
- 일시 : 2020년 12월 22일 (화) / 13:00~14:00
- 장소 :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에코트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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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PG607(스마트자율운항선박PG) 소식
❍ 2020년 최종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 표준 제정 (2020. 09. 30.)
No.

표준 번호

제안과제명

1

SAN2020.1

2

SAN2020.2

VTS VHF 음성 통신 지침

김재명/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SAN2020.3

e-내비게이션 기술 서비스 규격 작성 지침

김재명/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SAN2020.4

5

SAN2020.5

6

SAN2020.6

선수방위제어시스템(HCS)의 기능시험장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내비게이션 테스트베드 계획 및 결과 보고
지침

표준 제안 및 작성자
신일식, 유주연/중소조선연구원

유영호/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김재명/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해상교통관제서비스(VTS) 설치 지침
스마트선박의 레이더 정보통합을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신준우/한국해양대학교
임수동/(주)에코트로닉스
유영호/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 SAN2020.1_선수방위제어시스템HCS의 기능시험장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http://www.sanship.or.kr/sub/forum.php?menu=&state=read&num=18&page=1&mcnt=0&fl
ag=member&key=&search=

❍ SAN2020.2_VTS VHF 음성 통신 지침

☞

http://www.sanship.or.kr/sub/forum.php?menu=&state=read&num=19&page=1&mcnt=0&fl
ag=member&key=&search=

❍ SAN2020.3_e-내비게이션 기술 서비스 규격 작성 지침

☞

http://www.sanship.or.kr/sub/forum.php?menu=&state=read&num=20&page=1&mcnt=0&fl
ag=member&key=&search=

❍ SAN2020.4_e-내비게이션 테스트베드 계획 및 결과 보고 지침

☞

http://www.sanship.or.kr/sub/forum.php?menu=&state=read&num=21&page=1&mcnt=0&fl
ag=member&key=&search=

❍ SAN2020.5_해상교통관제서비스(VTS) 설치 지침

☞

http://www.sanship.or.kr/sub/forum.php?menu=&state=read&num=22&page=1&mcnt=0&fl
ag=member&key=&search=

❍ SAN2020.6_ 스마트선박의 레이더 정보 취합을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http://www.sanship.or.kr/sub/forum.php?menu=&state=read&num=23&page=1&mcnt=0&fl
ag=member&key=&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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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회원사 소개
❍ ㈜베가통신
-

㈜베가통신은 1990년 1월 설립되어 고객 만족 극대화와 핵심 기술 역량 강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
보통신 및 전기 산업분야의 신뢰를 주는 정보통신업체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더불어 선박의 HYBRID SYSTEM 구축 상용화를 위해 집중적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현재 부산시 강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국 Northrop Grumman Sperry Marine, 독일
Macgregor, 이탈리아 GEM Elettronica 등의 협력사와 긴밀한 기술 교류를 통해 최첨단 해양 선박 기
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KT 등의 협력사로써 육상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자

박성순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71번가길 13

전 화

051-248-7516

홈페이지

www.vegamarine.com

❍ 사업분야
Ÿ

선박 항해통신 사업 : 항해 레이더, AUTOPILOT, 자이로콤파스, SPEED LOG, GMDSS 장비, ECDIS,
FIN STABILIZER, SONAR, VDR

Ÿ

신조선 엔지니어링 사업 : 선박 건조 기술 검토, 설치 및 시운전

Ÿ

HYBRID SYSTEM :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이용한 차세대 친환경 선박 발전 시스템

Ÿ

정보통신공사 : KT 개인무선분야 협력업체, GMDSS 기지국 유지보수, RADAR 유지보수,

RADAR

기지 통신시설 공사, DGPS 감시국 설치, 유지보수, CCTV감시카메라 및 영상장치공사
Ÿ

생산 및 연구소 : GPS COMPASS 응용제품, GPS형 AUTOPILOT 응용제품, AUTOPILOT & GYRO
COMPASS 제조, GYRO COMPASS 주변기기, VDR 주변기기, CCTV 영상장치

Ÿ

교육 : 항해레이더, ECDIS, VDR, AUTOPILOT 및 자이로콤파스 등의 교육 지원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