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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0 기반 항해지원시스템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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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수로데이터 기술표 이 S-57에서 S-100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해사안 정보 제공기 은 차세  자해도 뿐만 아니라 다양

한 해사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 화 체계가 마련되었다. S-57 자해도를 표시하고 항해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ECDIS는 S-100 표

의 출 으로 신규 표 에 한 고려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S-10X 데이터  e-Nav 정보가 운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S-100 기반 항해지원시스템 설계를 해 S-100 표 기술의 운용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 세부 결과를 수로데이터 

로딩 모듈, SENC 표  모듈, 항해지원 모듈로 구분하여 정리 하 다. 본 시스템의 입력 자료로 상되는 S-10X 데이터는 차세  자해

도, 해 지형 그리드 데이터, 자항해서지 등을 반  하 다. 

핵심용어 : 범용수로데이터모델, 항해지원시스템, 자해도표시시스템, 자해도

ABSTRACT : As the technical standard of hydrographic data was transferred from S-57 to S-101, a standard system was set up for producing the 

next generation ENCs but also various maritime safety information. ECDIS that display a S-57 ENC and include a navigation support function,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new standard. S-10X data and e-Nav information can be used in this system. In this study, an implementation mechanism of 

S-100 standard was analyzed for design of navigation support system based on S-100. From the results, it was designed as loading module of S-10X 

data, display module of SENC, navigation supporting module. Also, this study considered a next generation ENC, a bathymetric grid data, an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 as an input information.

KEY WORDS : Universal Hydrographic Data Model(S-100),  each processes, harbor sedimentation, breaking, bottom friction, critical shear 

stress, topographical change 

1. 서    론

국제수로기구는 ISO 19100 시리즈 지리 공간 표 을 수로분

야로 로 일하여 S-100 표  개발을 완료 하 고, 이에 따

라 수로분야의 다양한 제품표 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S-100 표  도입은 S-57, S-52 표 을 따르고 있는 자해도 

 ECDIS에 하게 향을 미치고, 자해도와 같은 항해정

보 기반의 항해지원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  분야에서 크게 심을 받고 있는 

S-100 표 의 동향  용 개념을 분석하여, 향후 상되는 

항해지원시스템의 주요 변경 사항  구조 설계 결과를 도출 

하 다. 

2. S-100 표 의 도입

S-100 표 은 2010년 1월에 발표되어, 제품표 인 S-101, 

S-102 등의 제품표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

항해서지 분야의 표 개발 작업이 활발하여 S-100 표 의 부족

한 부분의 변경 내용을 제안하 으며, e-Navigation에서 필요

로 하는 많은 정보 피쳐 타입을 신규로 정의한 바 있다. S-100 

표 의 도입에 따라 행 ECDIS와 같은 항해지원시스템에서는 

다양한 S-10X 정보가 부가정보 형태로 사용될 것으로 상되

고 있다. 

Fig. 1  Development of S-101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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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100 표  용 개념

S-100 표 은 제품표 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표 이며, 이

를 기반으로 주제도 혹은 데이터 셋을 구축할 수 있다. S-100 

표 의 기본 개념은 차세  자해도인 S-101 벡터 데이터 셋

을 기반으로 하여 S-10X의 벡터  그리드 정보를 부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S-100 표 은 이를 가능하게하기 해 필요한 

표 화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Fig. 2  Components of S-100 Standards

S-100 표 이 S-57 표 에 비해 가장 요한 특징은 러그 

앤 러그 개념으로 행 ECDIS에서 객체  속성 카탈로그, 

룩업 테이블 등을 독립 인 자 포맷으로 리 하던 것을, 표

화 등록소  등록부와 카탈로그 빌더를 통해 신규 피쳐  

묘화 항목을 정의하고 이를 표 화된 XML 일로 장하여 

데이셋과 함께 공 함으로써 수로정보 활용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크게 개선시킨 이라 할 수 있다. 

Fig. 3  Plug & Play Concept

4. S-100 기반 항해시스템 설계

S-100 표 의 운용 개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100 기반 

항해시스템의 구조를 설계 하 다. ECDIS와 같은 항해시스템

은 통상 으로 데이터 로딩 모듈, SENC와 같은 내부 데이터베

이스정보 표  모듈, 항해지원  센서 연계모듈로 구성된다. 

S-100 기반 시스템은 다양한 변경이 상되는 바, 첫째로 데이

터셋은 000 일에서 000 일  XML 일로 다변화된다. 카

탈로그 에서 객체 사  부분이 XML 형태의 피쳐 카탈로

그 장되고, PL과 같은 룩업테이블이 XML과 XSLT 일로 

변환된다. 한 복잡한 CSP 로직이 개발이 용이한 XML 형태

로 지정된다. 

Fig. 4  Comparison between current and future system

S-100 표 이 용 가능한 항해 지원 시스템은 데이터 로딩 

모듈에서 많은 변경이 상되는데 기존의 데이터셋 로딩 모듈

이 카탈로그 싱 모듈과 함께 개발되어야 하고, 카탈로그 버  

리  용 부분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한다. 내부 데이터베이

스인 SENC가 생성되면, S-101 표 에서 채택한 SI, SD 개념

과 단일 심볼 처리 기법에 따라 지도 화면으로 표 된다. 

Fig. 5  Structure of S-100 enabled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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