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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국내에서 운용되는 해상용 항로표지는 기존 제품 보다 활용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LED 구를 용하여 

운용기간도 연장되었으나, 고장시 처방법이 없으며, 유지보수에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련하

여 본 논문에서는 항로표지에 주 원과 비 원을 동시에 형성하여 주 원 고장시 비 원으로 운용이 가능

한 LED 해상용 항로표지에 용되는 제어회로를 개발하고 구  하 다.

1. 서론

항로표지(AtoN: Aids to Navigation)는 “선박  해상

교통의 안   효율을 보강하기 하여 설계되고 동작하

는 선박의 외부에 설치된 장치 는 시스템”으로서 

표지, 형상표지, 음 표지, 표지 등으로 분류된다.[1]

최근 항로표지는 와 음 주의 항로표지 시설에 

IT기술을 결합시킨 표지를 설치하여 항로표지 시설의 

이용 율을 높이고, 리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사용자에게 

실시간 정확한 각종 해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안 을 유

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항로표지 보다 활용성

이 크게 향상되었고 LED 구를 용하여 사용기간도 연

장되었다.[2,3,4]

항로표지  표지는 야간에 항로를 알려 주는 것으

로 항상 등이 되어야 하며 설치된 표지에 고장발생

시 항로표지 기능이 불가하므로 요한 지 에는 비 등

명기가 추가 설치되어 운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등명

기의 설치시에는 추가 인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설치 

공간의 부족 등 많은 제약이 동반된다.

(그림 1) 비기능 구비한 LED등명기

따라서 (그림 1)에서와 같이 공간의 제약이 없고 비용

을 감하면서 요한 지 에 설치 할 수 있는 비기능

을 구비한 등명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기능을 보유한 해상용등명기

에서 사용되는 제어회로를 설계  개발을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비등명기 

제어회로의 배경기술에 하여 논하며 3장에서는 제어회

로의 구조와 작동방법에 하여 서술한다. 4장에서는 효과

인 활용방법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비기능 보유한 등명기 필요성

일반 으로 해상용 항로표지  표지는 등부표 등

에 설치되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선박의 안 한 운항

을 유도하는 유도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1> 국내 항로표지( 표지(등명기)) 황[5]

     종류

 수량
계 형상 음 특수

보 유 4,153 3,616 308 99 12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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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년간 LED와 구식 등명기 수요 황

이러한 표지는 력소모가 낮고 긴 수명을 갖으며 

먼 곳까지 높은 도의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기 하

여 식별성이 우수한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1>

은 국내 항로표지  등명기 설치 황이다.

한 최근 3년간 LED 표지의 수요는 (그림 2)에서

와 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교량등(LED)을 포함하면 

부분의 표지는 LED 구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LED 표지는 기상여건 등 여러 환경에 따라서 

손될 경우 선박의 안 한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신

속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로표지  표지에 별도의 비등명기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 장소가 소하여 추가 장비의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고가의 등명기를 비로 설치하는 것은 경

제  부담이 발생한다.

2.2.해상용 등명기 제어회로 개발시 고려사항

<표 2> 해상용 표지 제어회로 개발시 고려사항

구 분 고 려 사 항

회로구성

역극성 보호회로 구비

염기  방수 한 코 처리

자체  발생 방지

통 신
직렬포트(RS-232)사용하여 외부에서

모니터링, 제어 가능

일 감지기

(CdS)

등 시 50 ～ 100 lx,

소등 시 150 ～ 200 lx 범 에서 작동

작동온도 -30℃～+60℃에서 정상작동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내 제작되는 해상용 표지에 

하여 표 규격서를 공고(공고 제2012-496호)하여 수토

록 하고 있다. <표 2>는 표 규격서를 수하여 비기능

을 보유한 해상용 표지의 제어회로를 개발 시 고려할 

사항이다.

2.3.제어회로 동작기

<표 3>은 LED-200 등명기( 표지)에 용되는 기

 기 이다. 주 원의 고장 시 비 원이 작동하는 제어

회로의 동작기 은 이러한 기  특성을 고려하여 등명

기에 용되는 LED의 소비 력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표 3> 등명기에 용되는 기  기

구 분 입력 압 소비 력 무부하 류

기 
DC 10V

～ 14V
24W이하

최  5mA이하

(RS-232 미 속 시)

<표 4>는 주․ 비 원의 고장기 으로 주 원 고장진

단 시에는 Sleep(최소소모 류)로 환되고 비 원으로 

환 된다. 재 작동 원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확

인가능하도록 로토콜에 반 되어야 한다.

<표 4> 주․ 비 원의 고장기

구 분 고장구분 주․ 비 원

기 

LED모듈
정상 류 / 압이 설정된 기 값 

1/2이하 지속 검출시

일 감지기

(CdS)

GPS의 정상 인 시간정보와

CdS 작동범  비교 이상시

3. 설계  개발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제어회로는 국내에서 최 로 개

발되는 비기능을 보유한 해상용 등명기에 용되는 제

어회로로서 기존 해상용 등명기(LED-200)의 표 규격서

를 기 을 용하 다.

3.1. 제어회로 설계

비기능 보유한 해상용등명기 제어회로는 (그림 3)과 

같이 메인모듈과 비모듈로 구성하 다. 최  원 인가

시 메인모듈은 기존 등명기 모듈과 동일하게 작동하며 

비모듈은 Sleep 상태로 동작한다. 메인모듈과 비모듈은 

LED모듈에서 출력되는 류와 압을 측정하여 설정된 

기 치 이하로 검출 시 작동 환을 한다. 메인모듈과 비

모듈  작동되는 모듈은 일정간격으로 작동상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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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어회로 구성도

(그림 4) 메인모듈 흐름도

(Run Check)를 출력하며 작동하지 않은 모듈은 Sleep 상

태로 환 하여 력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3.2. 메인 모듈

메인모듈은 (그림 4)와 같이 원인가 후 등명기 기본

동작을 수행한다. 메인모듈이 정상 작동하면 작동상태 정

보(Run Check값 ‘00’)를 1sec 주기로 비모듈로 보낸다.

메인 LED모듈에서 측정되는 압과 류가 정상치의 

1/2 이하로 지속 검출되면 작동상태 정보(Run Check값 

‘01’)를 출력하고 GPS의 시간정보와 CdS센서의 작동상태

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동상태 정보

(Run Check값 ‘11’)를 출력한다. 메인 LED 모듈 는 

CdS( 센서) 고장 진단 시에는 작동상태 정보(Run 

Check) 펄스 출력을 단하며 메인 모듈은 기(Sleep) 

상태로 동작한다.

3.3. 비 모듈

비모듈의 기상태는 Sleep 상태로 동작하며 원인

가 1분 후부터 (그림 5)와 같이 메인모듈의 작동상태 정보

(Run Check)를 감지한다.

비모듈은 주기 으로 수신되는 메인모듈의 작동상태 

정보를 검사하여 Run Check 미 수신시에는 메인모듈을 

고장으로 단하고 Sleep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로 환한

다. 비모듈이 활성화 되면 등명기 기본동작을 수행하며 

LED모듈 고장진단과 CdS고장진단은 메인 모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비모듈 고장 발생 시에는 Sleep모드

로 환하며 상태정보는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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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메인모듈 흐름도

(그림 6) 제어회로 회로도

3.4. 제어회로 개발

(그림 7) 제어회로 PCB 도면

비기능을 보유한 해상용 등명기의 제어회로의 설계는 

(그림 6)과 같이 설계하 고, 해상용등명기 표 규격서를 

수하 다. (그림 7~8)은 제어회로 PCB디자인  제작된 

샘 이다.

(그림 8) 제어회로 PCB 샘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LED 해상용 등명기에 주 원 고

장 시 이를 감지하여 비 원이 작동함으로서 선박의 안

한 항로 운항  항구 정박에 따른 해상 안 사고를 방

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등명기의 제어회로를 설계  구

을 하 다. 개발된 제어회로를 응용하여 다양한 등명기

에 용이 가능 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에는 다양한 크기의 등명기에 비기능을 구비토록 

연구하고 주․ 비 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멸시켜 보

다 효과 인 등명기 제어회로를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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