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본 논문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동시에 발표한 
“어구 자동 식별 모니터링을 위한 LTE Cat.M1 통
신 모듈”에서 보고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 어구 실
명제를 위한 어구 자동 식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제 해상에서 성능 시험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Ⅱ. 시험 목적 및 내용

2.1. 시험 목적

시험 목적은 일차적으로 어구 자동 식별 모니터
링 요소 기술의 검증 및 시스템 통합이며, 최종적
으로는 장기간 시험 데이터 DB 구축을 위한 테스
트베드 구축 및 실해역 검증 및 운용으로 1~2년 
사용 가능성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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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체 시스템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성

테스트베드 실해역 후보지로 전남 목포와 진도, 
충남 보령를 선정하였고, 각각에 SKT 육상관제센
터 (육상 기지국)를 설치하여 어구 관리 서버(DB), 
어구 빅데이터 수집 서버, 실시간 어구 위치 처리 
서버를 구축하였다. 테스트베드 실해역은 육지에서 
100 km 이내 (100 km 커버리지)로 하였고, 실해역 
내에 소형기지국 (25 km 이상의 커버리지를 가지
는 LPWA 소형 기지국 설치) 1개를 설치히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실해역 내에 20개의 어구 자동 
식별 부이, 50개의 어구 부착 발신기, 2개의 위치 
정보 수신기를 포설하였다. 그림 1은 전체 시스템
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해역 테스트베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증 시험을 위한 대상 어구는 일정 기간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포획방식에 따라 자망어업, 안강망 
어업, 통발 순으로 선정하였고, 어선은 기본적으로 2
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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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제 해상에서의 성능 시험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해역 시험 개념과 RoLa와 LTE Cat.M1 통신 성능 
시험 내용과 결과를 기술한다.

ABSTRACT

The performance assessment in real sea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fishing gear automatically 
identification monitoring system. The concept of real sea experiment for fishing gear automatically identification 
monitoring system is introduced and results of communication performance of RoLa and LTE Cat.M1 modules are 
reported through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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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구 자동 식별 부이, 어선용 무선 노드 및 관
리 선박 무선 게이트웨이 통신 시험

그림 2는 어구 자동 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중 
부이, 어선용 무선 노드 및 관리 선박 무선 게이트
웨이의 LoRa (SK텔레콤 상용 LoRa, private LoRa)
와 SKT Cat.M1 통신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실제 
구성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시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SKT LoRa 망 접속을 위한 OTB 시험/인증/개통 

진행
  - ThingPlug를 통한 실제 패킷 데이터 이용 통신 

실험 및 데이터 수신 여부 확인
  - ThingPlug를 통한 수신 데이터의 송신데이터와 

비교를 통한 통신 성공률 분석
  - 부이 방수/방충 여부 확인 : 최대 운영 시간동안 

해상에 설치하여 운영된 부이 외형 파손 여부, 
부이 내부 모듈 파손 여부 및 수분 침투 여부 
확인

  또한 성능 측정 항목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부이 ↔ 육상 기지국 간 최대 전송거리/통신 

성공률  
    - 부이 ↔ 어선 간 최대 전송거리/통신 성공률 
    - 부이 장시간 운영 시간 
    - 부이 위치 정확도 
  

Ⅲ. 통신 성능 실해역 시험 결과

SK텔레콤 상용 LoRa, private LoRa와 SKT 
Cat.M1 통신 시혐 결과 부이 ↔ 육상 기지국 간 최
대 전송거리/통신 성공률은 각각 60 km와 98% 이상
으로 얻어졌다. 또한 부이 ↔ 어선 간 최대 전송거
리/통신 성공률은 각각 10 km와 98% 이상으로 얻어
졌다. 부이의 최대 운영 시간은 750 시간으로 측정
되었고, 부이 위치 정확도는 CEP 2.5 m 이내로 측
정되었다. 

그림 1. 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증 환경 모식도

그림 2. 실해역 통신 성능 시험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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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및 피드백

부이 ↔ 육상 기지국 간, 부이 ↔ 어선 간 통신 
거리 및 정확도는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의 성능을 
얻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근해 어업이 아닌 
연근해 어로 활동에서의 활용성능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 거리를 100 km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 통신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
고, 향후 실증 시험을 위해 각 장치들의 내구성도 
높여서 1년 이상 실해역 검증을 추가로 실시할 예
정이다.

이번 시험에서 어선용 무선 노드와 부이용 무선 
디바이스 운영 특성 상 1회 설치 후 1년 이상 연
속 사용은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해 향후 실증 시험에서 배터리 전원 충전 
및 교체를 위해 월 1회 이상 2일 이내 시험 중단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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