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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개발 작업에는 사용자 심  서비스 제공을 해 사용자 요구사항이 반 된 아키텍처를 먼  개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략  근이 요구된다. 지난 2011년 국제해사기구의 NAV 57차 회의에서 채택한 포  

e-navigation 아키텍처에는 e-navigation을 지원하기 한 선상 시스템이 선박 측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선박 측 사용자 서비스를 정

의하기 해서는 선상시스템을 한 세부 기술  아키텍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navigation 선상시스템의 기술  아키텍처 개발을 

해 사용자 요구사항  격차분석 단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격차와 해결책들을 분석하고 선상시스템을 한 기술트리를 도출하여 이로부터 아

키텍처를 구성할 각 모듈을 도출하 다. 한 e-navigation 잠정 해결책과 아키텍처의 각 모듈을 비교분석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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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자

인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한 정보의 보다 효율

인 교환, 통합, 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e-navigation 개발 

논의를 지난 2005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하 다.(IMO, 2005)

선박 사용자, 련된 육상 사용자  선박과 육상을 잇는 통

신 체계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자 의도된 e-navigation은 그 

정의(IMO, 2010)에 포함된 ‘by electronic means’에서 알 수 있

듯이 해상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 보다 진보

된 정보화 시스템을 용할 의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navigation 개발을 한 략  이행 계획 

개발의 핵심 구성 요소인 아키텍처 개발에 있어 지난 2010년 

NAV 56차에서 개발되고 57차 회의에서 채택된 포  아키텍

처를 기반으로 e-navigation 선상 시스템을 한 기술  아키

텍처를 개발하 다. 개발 방법으로 IMO 회의를 통해 제시되고 

확정된 사용자 요구사항과 격차분석에 제시된 격차  해결책

들을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 에서 분석하고 이를 아키텍처 

구성 모듈  모듈 간 데이터  정보 흐름 으로 개발하

다

. 

2. e-navigation 아키텍처

국제해사기구는 e-navigation 개발을 한 략을 마련하면

서 e-navigation의 핵심 목 과 비 , 그리고 략의 핵심 구성 

요소 등을 정의하 으며 략의 핵심 구성 요소  하나가 바

로 아키텍처이다.(IMO, 2005)

e-navigation은 크게 선상시스템과 육상시스템으로 구성되

는데 선상시스템을 해 Norris(2011)는 선교장비들의 아키텍

처를 환형으로 제시한바 있으며 IMO는 선상  육상시스템을 

한 e-navigation 포  아키텍처를 개발하 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고려해 보면 데이터 도메인

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 도메인에서도 사용자를 한 다양한 기

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에게 HMI를 통해 제공되기 

이  단계에서도 정보의 신뢰성 확보, 통합, 리  분석 기능

을 담당하는 정보통합처리시스템과 이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지

원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선상

시스템 기술  아키텍처는 포  아키텍처의 좌측 데이터 도

메인 내에 있는 ‘shipboard technical equipment supporting 

e-navigation’ 블록만을 상으로 하지 않고 선박 측 데이터와 

정보 도메인을 모두 포함하는 ‘ship environment’를 상으로 

하 다.

3. 선상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요소의 식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요구사항, 격차분석에 포함된 

격차  네 측면의 잠정 해결책들을 분석하여 선상시스템과 

련된 요건을 식별하고 이 요건들을 표 1과 같이 아키텍처의 구

성 요소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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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구성 모듈명
련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자

Human machine interface with enhanced 
ergonomic way

U01, U02-1, 
U11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02, U05, 
U06

Improved ship equipment U10, U12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safe navigation related

U05

4S communication management system
U09, U09-1, 
U09-2, U82, 
U83, U84

Integrated work station U03, U04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ship’s general works related

U05

Quality and reliability check U07, U08

Table 1 Designed architecture module with related user 

needs identifier 

Fig. 3 Developed e-navigation shipboard technical 

architecture attached with user needs and practical 

solutions

 

4. e-navigation 략과의 연계성 검증

아키텍처는 e-navigation의 근본 목 과 비 을 반 하고 사

용자 요구사항  e-navigation 이행을 한 해결책들과 연계

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3장에서 식별한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e-navigation 선상 시스템의 기

술  아키텍처를 개발하 다. 

제시된 아키텍처는 e-navigation 포  아키텍처에 포함된 

좌측의 선박 측 e-navigation 환경을 한 것으로 NAV 58차에 

새로이 제안되고 확정된 e-navigation 해결책(practical 

solutions)과 연계되어야 한다. 아키텍처 모듈과 해결책의 비교

분석 결과는 개발한 아키텍처에 직  기입되어 있으며 선상시

스템을 한 해결책 , 4.1.10항-장비의 성능과 기술에 한 

약과 규정들의 정비와 련된 것만 아키텍처의 특정 모듈에 연

계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해결책이 아키텍처에서 제시

한 구성 모듈과 히 그 의미 으로 연계됨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navigation 선상 시스템을 한 기술  아

키텍처를 개발하 으며 IMO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사용자 요

구사항을 심으로 통신작업반 논의 결과, 격차  격차 해결책 

등의 격차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기술  기능을 도출하

고 이를 기술 트리로 표 하 다. 이 기술트리로부터 아키텍처

를 구성하는 모듈을 도출하 다. 

도출된 아키텍처의 e-navigation 략 연계성을 검증하기 

해 격차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e-navigation 해결책과 비교 

분석하여 제안한 아키텍처의 각 모듈에 해결책들이 모두 연계

되는 것을 확인하 다.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하는 e-navigation은 단순한 시스템이

나 기술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

계를 수립하는데 무엇보다 요한 것은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

술의 조화로운 통합이 가능한 아키텍처의 확립이다. 

개발한 아키텍처는 기존 IMO 논의 경과에 제시된 기술  아

키텍처의 제인 IMO(2011)에 비해 개념 인 수 으로 확장하

고 이를 통해 보다 범 한 기술  발 의 수용을 가능하게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IT융합)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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