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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난제 

조선해양 플랜트 현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설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설비들은 서로 다른 통신 방식과 데이터 
포맷으로 운영되므로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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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데이터 

처리문제 

처리대상 데이터양 증가 및 대용량 처리 요구증가 

실시간 처리 및 처리량 개선 요구 증가 

지속적인 

변경 

처리대상 데이터양 증가 및 대용량 처리 요구증가 

실시간 처리 및 처리량 개선 요구 증가 

개발환경 

악화 

점점 짧아지는 프로젝트 수행기간 

인원 감축에 따른 업무 증가 및 개발자 구인난 

높은 개발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복잡도 

증가 

점점 복잡해지는 시스템 

벤더 및 개발자에 종속성 

프로젝트 진행마다 재개발하는 낮은 재활용성 



2. CoreCode 접근 방법 

CoreCode는 모든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장비에서 직접 수집하여 IT시스템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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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더 및 개발자 독립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용이로 비용 
감소 

 재활용 가능한 컴포넌트들의 Plug & Play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다양한 개발도구 지원 

 현장에서 검증된 내장 컴포넌트 제공(약 100여 개) 

 Custom 컴포넌트 개발을 위한 APIs 제공 

 코딩 없는 모델링 기반 framework 

 표준화되고 일관된 하나의 Message Bus 

 Real Time Java에 기반한 실시간 처리 

 대용량, 고속 처리 Throughput / 반응 시간 보장 

CoreCode 

RTS 

손쉬운 

변화관리 

효율적 

유지보수 

개발생산성 

극대화 



• 이해당사자 상호간 
실시간 안전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안전정보 
공유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도록 구현 

• 데이터 저장 및 분석 

•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통제 

• 이기종 Device로부터 수신된 
정보 표준화 

• 이기종 Device간 상호호환을 
위한 다양한 표준지원 

• CCTV 등 물리보안관련 
정보 수집 

• 화재/기울기 등 센싱 정보 
수집 

• 수집된 정보 DCU로 송신 

3. CoreCode 솔루션 개요 

현장 데이터 연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부분적, 한계적으로 수집 · 활용되던 데이터들을 CoreCode를 통해 
제약 없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 · 활용 · 분석이 가능해지며 실시간(Real-Time) 데이터 연계에서 설비 제어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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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열

CCTV 기울기

열정보

기울기정보냄새정보

CCTV



4. CoreCode 구성 및 기술 구조 (1/2) 

표준 어댑터, 개발 툴, 운영 툴, 원격관리 에이전트 등으로 구성 

Ⅰ. 개요 

6 

프로세싱 엔진 

원격관리 에이전트 

운영관리/모니터링 툴 개발지원 툴 

산업용 표준어댑터 제공 

핵심 처리엔진으로써 Run-Time 환경관리, 
시스템 자원관리, 트랜잭션 관리, 로깅 담당  

메시지 Routing, 전달 보증 및 송수신 
데이터의 암 · 복호화 등 제공 

다양한 표준 통신 프로토콜 지원    

CoreCode Server : Standard / Enterprise  

이기종 장비(설비) 및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모델링 
기반의 Tool로 모델링, 테스트, 디버깅, 
배포 등 전과정의 통합개발환경 지원 

Adaptor Modeler: Adaptor 개발, 
등록, 관리 및 테스트용 도구 

Visual Debugger : Adaptor 개발 시 
디버깅을 위한 도구 

Web-Based 전 시스템 자원 진단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자료의 통계 및 분석  

솔루션 이상 시, 웹을 통한 제어 및 
프로그램 정상 복구  

웹 기반 원격지 프로그램의 변경, 
추가, 삭제 가능 

소형 미들웨어 엔진 기능 수행 

미들웨어 서버와 인터페이스 연동  

원격 Adaptor 운영 관리  

원격 유지관리 및 Data Logging 
기능 

공정 별 상이한 설비, PLC, DCS 
설비들의 산업용 표준 어댑터 
제공으로 운영환경 복잡성 해결  

표준인터페이스 제공으로 향후 
설비의 추가, 교체나 개선 
용이성 제공 

Protocol별 다양한 설비전용  
Adaptor 제공 



4. CoreCode 구성 및 기술 구조 (2/2) 

개발, 배포, 운영/가동, 유지보수 절차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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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GUI 

App. Adaptors 
- Oracle 
- DB2 
- MQ 
- SAP 
- Tibco,  etc 

CoreCode 
Modeler, 
Visual 

Debugger 

User Applications Customized Adaptors/Components 

CoreCode Web Admin/Monitoring 

Operating system 
UNIX, Linux, Windows 

CoreCode 
Launcher 

CoreCode® 

Framework 

CoreCode Engine 

JVM Clustering CoreCode Object Caching 

Standard JRE 

CoreCode 
Utilities 

(RTSJ) Real-Time JRE 

CoreCode Enterprise CoreCode Standard 

CoreCode API 
Equip. Adaptors 
- MELSEC 
- SIMENS 
- Mitsubishi 
- GLOFA 
- Rockwell, ABB, etc 

Protocol Adaptors 
- Serial 

(RS232/422/485) 
- OPC  
- TCP/IP, UDP 
- MODBUS, etc 

Helpers & 
Utilities 

개발 배포 운영/가동 유지보수 

• Component templates 
• CoreCode Modeler 
• Visual Debugger 
• Utilities: (En) Decryptor, Data 
Hospital, Performance Tracer 

• CoreCode Server 
• Remote Agent 

• CoreCode Web 
Admin 

• (Remote) Monitor 

• Component 
templates  

• CoreCode Modeler 
• Visual Debugger 



5. CoreCode 지원 산업표준 및 통신 Protocol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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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OPC(OLE Process for Control), MODBUS, GPIB등의 다양한 산업표준 
지원 

• 플랜트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Mitsubishi MELSEC, Siemens S7, LS산전 GLOFA 등의 다양한 장비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 MES, ERP, 공정제어 시스템 및 기타 IT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해, TCP/IP, UDP, HTTP, FTP, 
SMTP, SOAP, RS-232C/422/485 등의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컴포넌트를 제공 

• Oracle, DB2, MS-SQL 등의 상용 Database와 연동 가능한 컴포넌트를 제공 

Adaptor:: WSDL Adaptor::HTTP Adaptor::socket Adaptor::… 

Adaptor::OPC Adaptor::serial Adaptor::Modbus Adaptor::Socket Adaptor::… 

Enterprise Applications 

PLCs Sensors Equipment Robots Equipment 

Real-Time Manufacturing Message Bus (CoreCode) 

Adaptor::… 



6. 유사 시스템과 차별성 

기존 시스템은 선박 사고원인 분석 및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폐쇄형(Black box) 시스템인 반면, 본 제안 시스템은 
이해당사자 상호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White box)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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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DR 선박감시시스템 CoreCode 

목적 사고 원인 규명 선박안전항해 모니터링 
선박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저장 내용 법에 규정된 기본 저장 항목 선박안전항해 관련 개별 정보 VDR내 비저장 내용 

저장 장소 선박 내 조타실 미확정 
선박 내·외 또는 양쪽 모두 

(선택가능) 

활용 시점 사고 이후 
이상징후 발생 후 

(개별정보 실시간) 

평상, 이상징후 및 사고발생 
전·후 (통합정보 실시간) 

활용 대상 
제한적 

(사고 조사 관련자) 

수동적, 비실용적, 비정확성 

(이상발생시에만 정보전달, 
조작 가능성) 

폭넓음, 실용적 

(제조, 운영, 관리 등)  

기타 

국제항해선박 의무 탑재 

(국내 연안여객선 의무 적용 
검토 중) 

최근 특허 출원 상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따른 
대응이 용이한 개방형 솔루션 



[참조] 시스템별 관리정보(저장내용) 비교 

본 사업은 기존 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은 안전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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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R 선박감시시스템 CoreCode 

1. 날짜와 시간 

2. 선박 위치 

3. 속력 

4. 선수 방위 

5. 음성, 채널 1 

6. 음성, 채널 2 

7. 레이더 데이터, 과거 지시기 
선택 

8. 음향 측심기 

9. 선교의 주 경보 상태 

10. 조타기 명령 타각 및 응답 

11. 엔진 명령 및 응답 

12. 선체 개구부 상태부 

13. 수밀문 및 방화문 상태 

14. 선체 응력 

15. 풍향 및 풍속 

1. 화물과적 

2. 평형수 

3. 과속 감지 

4. 이상징후 발견시 VTS 통보 

1. 선박 내 인력 동태 

2. 화물적재 상태 

3. 화물 결박상태 

4. 중요 지점의 침수 모니터링 

5. 선박 움직임 (기울기-횡요주기) 

6. 안전관련 정보 (가스, 열, 냄새, 
소리 등) 

7. Device(Sensor)로부터 정보 직접 
수집 및 실시간 제공 



1. 구성도 

선박내 주요 지점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CoreCode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선박 현황을 관리 및 조회하며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고 통신망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모니터링 가능 

Ⅱ. 솔루션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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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 센서 네트워크 구성 

외부통신망 
Mobile 

Web 

선내 

CCTV 

조타실/객실/식당/기관실/화물칸 등 
선박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화면, 소리, 상태로 공유 

관리 
서버 

Monitoring 

선내/육상에서 안전정보 실시간 공유 

선박외부 

CCTV 

내부센서 

기울기 센서 

CoreCode 

DCU 

관리 
콘솔 



2. 센서 네트워크 구성 

센서 네트워크는 선박 내·외부 제약없이 인원 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모든 지점을 망라한 전체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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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실 전면 

조타실 
  - 회전 CCTV 
  - 마이크/스피커 
  - 냄새/열/기울기 센서 

선저 엔진실 
  - 회전/고정 CCTV 
  - 마이크/스피커 
  - 냄새/열/기울기/누수 센서 

선박 주변 
 - 회전 CCTV 

  - 스피커 

선박내 주요 통로 
 - 회전 CCTV 
 - 기울기 센서 

조타실 근무장소 

선저 화물칸 
  - 고정 CCTV 
  - 스피커 
  - 냄새/열/기울기/누수 센서 



3. DCU(Device Control Unit) 

CCTV, 열감지 센서 등 Device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형태로 수집된 정보를 표준화하여 실시간 안전정보 
공유 시스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함 

Ⅱ. 솔루션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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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U Framework DCU가 적용된 생산공정 사례 

Powered Infrastructure

DCS System SCADA System Sensors
Factory
History

Factory
Database

Maintenance
System

Device Contorl Unit

ERP MES QMSSEM EIS BPMS SCM

B사
PLC System

BI

 선박내 각종 Device로 부터 수집되는 CCTV와 같은 디지털 
또는 각종 센서와 같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집/통합 기능 

 CCTV 또는 다른 종류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 
안전정보 공유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표준화된 정보 실시간 전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른 Device 확장 용이 

 대용량, 고속 처리 Throughput/반응 시간 보장 

 처리 엔진과 실행 로직을 담는 Adaptor로 구분된 단순한 
구조 

 적용 후 시스템 확장성 및 관리 효율 증대 

 적용사례: 삼성전자반도체(수원,탕정), 농심 구미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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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oreCode 적용 전 시스템 연계 Ⅱ. 솔루션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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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MES QMS SEM EIS BPMS SCM 

PLC System DCS System SCADA System Sensors 
Factory 
History 

Factory 
Database 

Maintenance 
System 

BI 

B사 
PLC System 



[참고] CoreCode 적용 후 시스템 연계 Ⅱ. 솔루션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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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System SCADA System Sensors 
Factory 
History 

Factory 
Database 

Maintenance 
System 

CoreCode®  

ERP MES QMS SEM EIS BPMS SCM 

B사 
PLC System 

PLC System 

BI 



1. 안전 및 보안 관련 기초 정보 취득 

본 솔루션은 1) 인력과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CCTV 모니터링, 2) 선박안전 관련된 기울기와 침수, 3) 화재 관련 내용 4) 
선박과 원격지간 쌍방향 통신, 5) 선박내 주요 지점 모니터 설치 후 주요 상황정보를 공유 

Ⅲ. 솔루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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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ㅣ세부 내용 비고 

CCTV 

사람 승객 및 승무원의 이상 동태 확인 위치, 실족, 사고 

화물 화물 과적 여부 및 고박상태 확인 신고내용 확인 

선박안전 

기울기 횡요(Rolling) 주기에 의한 선박안정성(복원력) 확인 
선박의 무게중심과 
부피중심의 차이값 
(GM: Gravity Moment) 

침수 선박 충돌 등에 의한 누수 및 침수 상태 확인 선박 전,후,좌,우 

화재감시 열, 냄새, 연기 조타실, 객실, 조리실, 식당, 엔진실 등 화재 사고 확인  실시간 

공유 모니터링 선박 내외부의 주요 상황 정보 제공 실시간 

기타 추가 정보 안전 및 보안에 필요한 모든 정보 개방형/통합 



2. Layer별 적용 기술 

Layer는 3계층으로 구분하며 관리서버, DCU 및 Device 등에 대하여 Layer 특성에 적합하도록 각각 다른 보안기술을 
적용함 

Ⅲ. 솔루션 구성 

Application 
Layer 

 전송 데이터 암호화(OpenSSL) 

 저장 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관리(관리자) 

 서버의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삭제, 
파일권한 제한 등 운영체제 보안 

 XSS, SQL Injection 등 웹 및 DB 보안 

DCU서버 

Middleware 
Layer 

 전송 데이터 암호화(OpenSSL) 

 관리자에 대한 접근통제(ACL) 및 인증 

 서버의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삭제, 
파일권한 제한 등 운영체제 보안 

CCTV 

Sensor 
Layer 

 노드 식별 및 인증관리 

 전송 데이터 암호화(OpenSSL) 

 온라인 장애 추적 및 감사로그 관리 

 메시지 전달 보증 
가스/열 기울기 누수 

센서 Adaptor 

적용 대상 적용 기술 

17 

관리서버 보안정책서버 

A 1 a I 

A 1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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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수집정보 관제 화면  UI 예시 

통합관제 UI는 도면을 활용하며, 이상징후 발생시 인명대피를 유도하고 해당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구현 

Ⅲ. 솔루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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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이상징후 여부를 도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도면에 표출 [적색원 
참조] 

•이상징후 발생시 주변 지역 인력 대피를 위해 
비상탈출로 표시 [녹색 화살표 참조] 

•이상징후 발생지역(적색원)을 클릭하면 
이상징후에 대한 상세정보를 해당 
Device로부터 조회 

•안전정보 수집 Device 종류 및 현황 조회 

•Device별 상세 정보 조회 

•이상징후 현황, 이력 및 통계 정보 등 조회 



1. 국내외 플랜트 적용 사이트 Ⅵ. 적용 사례 및 방안 

고객사 사업명 사업내용 

삼성전자 (기흥/화성, 중국 서안) GIS기반 종합 재해관리 시스템 방재시설물 연계 

삼성디스플레이(천안, 탕정, 아산) 방재설비의 Infra-EES 연계  방재설비 통합 모니터링 

삼성코닝정밀유리(탕정) 신제조시스템 생산설비 연계 

삼성코닝정밀유리(탕정) 검사설비, 측정설비의 데이터인터페이스 표준화 품질계측기 연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탕정) 통합가스모니터링시스템 가스설비모니터링 

삼성전기(수원) 글로벌통합방재 모니터링 방재시설물 연계 

삼성 SDI(천안) 삼성 SDI 충방전 모니터링 시스템 확장 충방전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S-LCD (삼성,소니 합작사) (탕정 공장) 통합 방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재시설물 연계 

LG전자 PCB Quality Watching System 구축 품질관리 모니터링 

포스코(여수) POSCO 마그네슘 공장 조업 시스템 Level-Up 조업시스템 연계 

하이닉스반도체(중국 우시) 반도체 유틸리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생산설비 모니터링 

농심(구미, 부산) 생산정보시스템 생산/품질 통계/분석/모니터링 

농심(USA) 생산관리시스템 생산/품질 통계/분석/모니터링 

동국제강 생산지시/실적 통합 시스템 (MES Middleware) MES 연계 

동진쎄미켐 생산지시/실적 통합 시스템 (MES Middleware) MES 연계 

환경시설관리공사 수처리 통합센터 구축 수처리 시설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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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해양플랜트 적용 가능 분야 Ⅵ. 적용 사례 및 방안 

18 

고객사 사업명 사업내용 

상선 

탱   커 

원유운반선(Crude Oil Tanker) 
정유운반선(Product Carrier) 
화학제품운반선(Chemical Tanker) 
가스운반선(Gas Carrier) 

원유 
휘발유, 경유, 중유 등 
Sulphur, Naphtha 등 
LPG, LNG 

겸용선 Combined Carrier Ore/Bulk/Oil, Ore/Oil, Oil/Bulk, Oil/Coal 등 

건화물선 

Bulk Carrier 
General Cargo Carrier 
Full Container Ship 
Pure Car Carrier 
Multi Purpose Cargo Carrier 
Reefer 

Ore, Coal, Grain, Cement, Log,  
Lumber 등  
Container 이외의 포장화물 Container 
각종 차량 등  
General Cargo/Bulk/Container  
냉장 및 냉동화물 

어선 
어로선(Catcher Boat), 공선(Factory Ship), 모선(Mother Ship), 운반어선(Fish Carrier), Trawler, Stern Trawler,  
참치선망 어선, 유자망 어선, 포경선, 어업지도선, 어업조사선 

특수 작업선 수로측량선, 해양관측선, 해저전선부설선, 공작선, 기중기선, Tug Boat, Supply Vessel, 소방선, 해양오염방제선, 병원선 

함정 전투함, 순양전함, 순양함, 경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원자력잠수함, 항공모함, 소해정 등 

해양플랜트 

시추용 

연안용 갑판 승강형 구조물(Jack-up) 

심해용 
선박형 구조물(Drillship) 
반잠수식 구조물(Semi-submersible platform) 

생산용 

연안용 고정식 구조물(Fixed platform) 

심해용 
부유식 원유시추저장시설(FPSO) : LNG, LPG 
부유식 원유시추설비(FPU)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