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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VTS 시스템이 연구개발을 통하여 시제품이 장에서

구축되어 시험 운용되고 있으며, 련 추가 기능이 검증될 수

있는 상태이다.

최근 국은 자체 개발된 제품 수 이 외산 제품에 비해 우

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에도 자체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고 있

다. 즉, 국내에서도 해상교통 제시설로 확고히 설치 구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센터가 나오기 해서는 최 운용이라는 애

정이 필요로 하며, 이러한 운용 경험은 한국형이라는 새로운 제

품과 시장을 이루게 되고 해외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

리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재에는 VTS 시스템이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시제품화를

장에서 처음 이룩하게 되어, VTS 시스템 자체에 한 운용

성과 안정성 그리고 규모 트래픽에 한 성능 등 많은 부분

이 검증이 되어진 상황이다.

즉, 재 해상교통 제 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은 1단계로서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시험 운용과정에서 제사들의 요구

사항은 추가 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반 은 어려운

상태이다. 해외에서 2016년 모나리자 로젝트에서 e-Navigation

연구를 시작하 고, STM Validation 로젝트에서 련 표

Draft를 작성하여 IALA의 e-Navigation 표 문서로 채택되었으

며, 최근 IALA VTS Committee로 달되어 VTS 입장에서

PortCall이라는 서비스 련 검토서를 제출하 다.

이는 선박의 제와는 독립 으로 선박의 정보를 항만과 상

호 연결하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이는 모든 물류와 연결된

에 지를 효율 으로 운용하는 측면의 정보체계로 이해된다.

Fig. 1 PortCall Processing Structure

PortCall 이벤트의 일어나는 기 상태일 때 estimated, 목 일

때 Targeted, 요청(Request)에 한 확인(Confirmed) 등 몇가

지 요소로 구분되며 그 시간 정보태그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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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서비스는 Voyage Planning, Ship Traffic

monitoring, Pilotage, Route exchange, Weather forecast 등 여

러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재 본 논문에서는 Pilotage 련된

부분만을 VTS에 활용하는 내용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즉, 국

내에서는 그러한 Pilotage 정보를 별도로 제시스템에 로세

서 형태로 연결된 이 없을뿐더러 정보를 제 시스템에서

용하여 시스템 으로 제사가 활용하는 사례는 없었다.

재 제사는 별도의 창으로 도선 사무소의 사이트를 방문

하거나 메일로 수신하여 도선 스 정보를 수동으로 산출하

여 선박의 정보를 제공하다보니 박한 상황과 맞닿을 수 있고,

번거로운 일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별도의 정보서비스제공자로서 도선정보

를 어떤 형태이든 수신되는 구조가 있다면 받아서 자동 장

수정 처리하는 구조이며, 화면에 제정보로 제공 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방식이 수동 처리 업무로서 자체가 상당히 번

거로운 일이었으므로 제에 쉽게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가 인 요구사항 의 한가지인 도

선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스 정보를 악하고 해당 선박

과 도선사가 정된 구조로 서비스를 하는 구조를 설계하 고,

이는 제에 측 제 메커니즘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즉,

VTS – e-Nav 서비스 연계 사례로 도선 스 시간 처리는

도선사의 여러 일정이 있을 경우 해당 일정을 시스템에서 표출

리를 함으로써 제에 편의성을 제공해 다. 따라서 VTS

상용화 서비스의 편의 개선 측면을 해서는 해당 기술은 제

시스템에서 부가 인 기능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상이 된

다.

2. VTS 제시스템으로의 도선정보처리 기능구

재 제시스템에서 운용콘솔인 VTOS는 제사가 하

는 사용자 Interface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며, 해당 콘솔외

에 별도의 도선 제서비스를 한 모니터를 열어놓고, 도선

스 정보를 확인하며,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시 선박

이 도선선박으로 확인되면, BOB 에 따라 ETA를 산출, 매번

이동 상황을 악하기 하여, 자체 으로 산출하여 제함으

로써 번거로운 작업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화

면에 바로 처리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경우, 직 확인이 가능하

다.

아래는 선박의 도선 정보 확인 키를 러 선박의 도선 정보

가 재 운항속도와 남은 거리를 이용하여 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 정박한 선박이 도선사가 출항하는 남아 있는 시간을

와치독 형태로 생성되어, 움직이는 시 에 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한 해당 정보는 선박의 제

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도선과 련된 정보와 바다날씨(만

조 등) 표시하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ig. 2 Pilotage Service of VTS System with GUI

도선정보의 취득후에도 상황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

음을 감안하여 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VHF DSC를 통하여

직 확인한 정보는 제사가 직 기존 정보를 수정하는 과정

도 가능하다. 이는 자체 으로 정보를 받는 채 과 자체 장

하고 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처리를 한 구조는 아래와 같이 리 로그램 설

계 구 한 내용을 나타낸다.

Fig. 3 Update Program of Pilotage Service with GUI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ortCall 정보교환을 통하여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정보체계에서 VTS 한 그 도선정보 서비스를 수집하

는 체계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용성을 검증하 다. 즉, 제시

해당 내용의 편의성에 한 검증을 하여 해당 로세서를 설

계하고, 련 서비스를 구 하여 군산 VTS의 장에 용, 검

증하여 서비스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제사들의 화면 출력시 편의성의 반응도 있어서 향후

부가 인 서비스로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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