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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toN(항로표지) 시설의 현대화와 IT기술의 발전은 AtoN의 무인화 운영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AtoN 시설은 

접근성이 열약하고 기상악화 시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중 

LED 등명기의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휴대용 근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근거리에서 이중 LED 등명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AtoN 점검시 안전사고 예방

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분해하지 않고 간단하게 동작 테스트가 가능하여 효과적인 AtoN 
운용이 가능하다. 구현된 모니터링시스템은 이중 LED 등명기의 시제품을 이용하여 동작제어를 시험하고 상태정보

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ABSTRACT

Advances in IT technology and modernization of AtoN(Aids to Navigation) facility has increased the unmanned 
operation of AtoN. However, in AtoN facilities, accessibility is low and it is not able to perform maintenance on the 
bad  weather at the time. In connection with this, in this paper, by applying the protocol of the enhanced dual LED 
marine lantern, we implemented the short-range monitoring system for a mobile terminal. System implemented in this 
paper can be carried out confirm the operation status, inspection or control of the dual LED marine lantern at a short 
distance. Also, it is possible to reduce maintenance costs and prevent accidents during inspection of AtoN. At the same 
time, it enables the operation test easily without disassembling the product,  effective AtoN operation is possible. We 
tested the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using prototype of the LED marine lantern and confirmed state 
informations and controlled the behavior of the system in real time.

키워드 : LED 등명기, 항로표지, 근거리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

Key word : LED marine lantern, AtoN, local area network, monitoring system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이중 LED 등명기의 휴대용 모니터링 시스템

1949

Ⅰ. 서  론

AtoN(Aids to Navigation, 항로표지)시설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유지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을 향상하

기 위한 장치이다. 효과적인 AtoN 시설의 관리를 위하

여 IALA(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는‘AtoN의 운용효과

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였으며 국내 해양수

산부에서는 Blue-Highway 구축사업 및 IT 해양교통시

설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항로표지 집약관리 시스

템’을 도입하여 광범위한 AtoN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

다[1,2].
국내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는‘90년대 이후 경제성장

으로 인한 수출입 물류의 증가로 선박의 운항 횟수 증

가, 대형화, 고속화를 가져왔다. 변화하는 해상교통 환

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AtoN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

고 있다. AtoN 장비 중 LED 등명기는 광파표지로서 등

대, 등표, 등부표 및 교량 등에 설치되며 별도의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통신과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

약관리 시스템으로 원격 관리된다. 또한 동작기간이 크

게 연장되어 기존 전구식 등명기를 대체 또는 확충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 1과 같이 국내 광파표지의 확

충으로 인하여 1기당 거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운용되는 

AtoN시설의 구조는 점차 밀집되고 있다[3].

년도 ’05년 ’10년 ’13년

AtoN 현황 3,052기 4,094기 4,502기

광파표지 확충 현황 

(1기당 거리)
1,920기

(3.42해리)
2,126기

(3.09해리)
2,325기

(2.82해리)

비고
독일(0.7해리), 프랑스(1.0해리), 
미국(2.0해리), 일본(3.2해리)

표 1. 광파표지 확충현황 (특수표지 제외)
Table. 1 Status of the expansion of the visual aids 
(Excluding special cover)

원격지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등명기의 고장은 

접근성이 열약하여 즉시 대처할 수 없으며 기상악화 시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점

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

적인 연구의 일례로 이중 LED 등명기를 개발[4]하였으

며 개발된 제품의 정상작동을 위한 국내표준 규격을 확

장한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5].
본 논문에서는 이중 LED 등명기를 근거리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한 시스템은 휴

대용 단말기의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장비를 모니

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휴대

용단말기는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을 적용하여 별도

의 모니터링 단말기 구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LED 등명기의 블루투스 모듈에 식별기능을 갖추어 각

각의 장비들의 작동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Ⅱ. AtoN 장비의 모니터링 시스템 

2.1. AtoN 장비의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 동향

AtoN 시설의 현대화와 IT기술의 발전은 AtoN의 무

인화 운영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인화 운영으로 발생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러시아, 유럽, 일
본 등에서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측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AtoN 장비의 위치를 식

별한다. 또한 AIS, TRS등의 무선통신 모듈이 부착된 

집약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육상에서 원격모니터링

하고 있다. AIS통신을 이용한 선박 및 항로표지시설의 

효과적인 원격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

되어 왔다. 더불어 해상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신되

는 AIS 데이터의 효과적인 식별방안과 음영지역에 위

치하여 관리되지 않은 항로표지시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및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6-8]. 또한 IMO(국제해사기구)에서

는 해상의 안전, 보안, 환경보호를 목표로 선박과 육상

의 정보를 통합하는 e-Navigation(신 개념의 항법시스

템)을 도입하여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9]. 이러한 연구들은 

원격으로 관리하는 항로표지의 운용효과를 향상시키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근거리 점검 및 유지보수

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항로표지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국내 해양수

산부에서는 원격으로 관리되지 않는 AtoN 장비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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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밝기, 간격, 오작동 여부 등)을 감지하기 위한 방

안으로 AtoN 장비의 설치 시에는 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측정선을 운용하여 점검하고 

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항로표지시설 관리자의 효

과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으로 근거리 모

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2. 휴대용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성

해상 및 접근이 어려운 해안지역에 설치되어 운용

되는 AtoN 장비는 선박의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장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관리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나 해상기

상악화 및 설치지역의 접근이 어려워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운용되는 

AtoN 장비의 접근성을 확보하며 점검시간 단축, 점검

인원의 안전유지, 유지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하다.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의 근거리 무선

통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다[10,11]. 근거

리 무선통신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성이 간편

하며 유지비용이 낮아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장

점이 있다. 이를 적용한 AtoN 장비의 휴대용 근거리 모

니터링 시스템은 근접지역에서 AtoN 장비의 육안점검 

및 작동상태 점검이 가능하며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

다. 따라서 효과적인 AtoN 장비의 운용을 위해서는 관

련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2.3.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휴대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폰을 이용한 AtoN 장비의 휴대용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통신망은 기존 구축된 AIS통신

을 이용하는 방법과 상용화된 통신 또는 근거리 통신이 

있다. AIS 통신은 고가의 수신기가 별도로 필요하며 휴

대가 불편하다. 또한 상용화된 통신망은 등명기와 통신 

인터페이스 불일치, 장비 내부에 통신기능 추가 어려움, 
통신망 사용 제한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근거

리 통신망은 표 2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AtoN 
장비의 운용효과를 향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으

로 적용이 가능하다.

구분 장점

휴대용 단말기

․별도의 수신기가 필요 없음

․단말기 보급률 높음(스마트폰 등)
․휴대가 간편함

인터페이스

․GUI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작동상태 확인 및 제어 가능

․다양한 근거리 무선인터페이스 제공

확장성

․다양한 등명기의 통신규격 적용 가능

․획득된 모니터링 정보 전송 가능

  (타 장비 또는 시스템) 

표 2.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장점

Table. 2 The advantage of the monitoring system using 
a local area network

Ⅲ. 등명기의 근거리 모니터링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AtoN 장비에서 수신된 정보를 이용

하여 휴대용 단말기의 작동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

며 제어명령을 전송하여 장비를 제어하고 점검 및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등명기

의 RS-232C를 블루투스로 변환하는 어댑터를 통하여 

등명기의 제어명령 요청과 작동상태정보를 스마트폰과 

송․수신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the monitoring system

안드로이드기반의 휴대용단말기(스마트 폰)에서는 

등명기의 종류별 전송된 정보를 이용하여 동작상태정

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제어명령을 전송하여 근거

리에서 등명기의 작동을 제어,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AtoN 장비의 근거리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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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니터링 이벤트 다이어그램

Fig. 3 Event Flow diagram of the monitoring system 

은 그림 2와 같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근거리 통신을 

기본으로 지원하는 휴대용 단말기와 안드로이드기반의 

응용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자

에게 시스템 설정을 입력받는 요청 페이지와 모니터링 

페이지로 구성된다. 

그림 2. AtoN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the AtoN monitoring system

통신 관리자는 통신망 연결 및 데이터 송․수신을 처

리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모니터링 정보를 저장

하고 검색한다. 구성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시스템의 설

정과 모니터링 대상 장비를 입력토록 사용자에게 요구

하며 입력된 정보는 통신 관리자를 통하여 AtoN 장비

와 연결된다. 사용자는 모니터링 화면을 통하여 실시간 

상태정보 요청 또는 제어명령을 전송할 수 있다. 수신

된 상태정보 데이터는 무결성 검증을 통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화면에 표시된다. 모
니터링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통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거나 검색한다.
 

3.2. 시스템 설계

AtoN 장비인 등명기의 RS-232C 시리얼통신 데이터

는 별도로 구성된 AIS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한

다. 본 논문에서는 근거리 모니터링을 위하여 등명기의 

RS-232C를 블루투스로 변환하는 어댑터를 통하여 등

명기의 제어명령 요청과 작동상태정보를 휴대용 단말

기와 주고받는다. 등명기의 RS-232C 데이터를 블루투

스로 변환하는 어댑터를 사용하였고 동시에 4개의 장치

들과 접속이 가능하다[12]. 등명기의 입․출력 데이터

는 시리얼 변환젠더를 이용하여 블루투스 변환 어댑터

에 연결한다. 블루투스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정상적

으로 연결된 시스템은 그림 3의 흐름도와 같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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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력정보를 처리한다.
응용프로그램은 단말기의 블루투스 활성화를 확인

한 후 사용자에게 측정대상 장비를 특정토록 요구한다. 
대상 장비가 특정되면 단말기의 통신 액티비티를 호출

하여 AtoN 장비와 연결되며 연결하려는 장비와 최초 

연결 시 페어링 과정을 수행한다.
AtoN 장비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연결 상태를 모

니터링 화면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모니터링 

시스템과 AtoN 장비의 통신 상태는 시스템 종료 시까

지 통신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된다. 사용자는 모니터링

화면의 장치제어 버튼을 이용하여 AtoN 장비의 상태정

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정보는 통신 관리자에 의하

여 AtoN 장비로 전송된다. AtoN 장비는 상태정보요청 

데이터 수신시 실시간 작동상태 정보를 AtoN 장비에 

설정된 프로토콜 규격을 준수하여 응답한다. 단말기에 

수신된 상태정보 데이터는 Checksum을 통하여 점검하

여 정상 데이터는 화면으로 출력하고 비정상 데이터는 

고장진단 및 시스템의 오류처리 절차에 의하여 오류정

보를 출력한다.

3.3. 시스템 구현 및 개발 결과

휴대용 모니터링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은 메인, 모
니터링, 환경설정 및 통신제어 액티비티로 구분된다. 

메인 액티비티는 시스템 정보 및 AtoN 관련 규정 및 

규격을 제공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모니터링 또는 환경

설정 화면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갖는다. 환경설정 액티

비티를 통하여 설정된 데이터 저장 방법, 모니터링 간

격, 관리번호 설정여부는 시스템에 저장되어 모니터링

에 적용된다. 통신제어 액티비티는 블루투스를 이용하

여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목록을 나타내며 

사용자로부터 연결하고자 하는 AtoN 장비를 선택하는 

기능을 갖는다. 사용자는 장치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연

결하려는 장치를 추가할 수 있다. 모니터링 액티비티는 

단말기의 블루투스 활성화를 실행하고 수신된 데이터

를 표시한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장치제어 기능을 이용

한 AtoN 장비의 제어명령을 입력 받아 통신제어 액티

비티로 전송한다. 모니터링 액티비티에 수신된 데이터

는 프로토콜 규격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표 3의 임계값

과 비교하여 화면에 출력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다. 

내용 임계값 출력문구
경고

여부

입력전압
10V 이하 저 전압 예

14V 이상 고 전압 예

출력전류 8A 이상 고 전류 예

CDS상태
실시가 GPS 시간 

정보와 미 일치
CDS고장 예

광원 점등
작동 광원정보

식별 불가할 경우
광원 고장 예

시간 / GPS 정보 자리 수 GPS 고장 예

데이터 오류 Checksum 데이터 오류 예

비정상 데이터 5회 연결확인 예

표 3. 수신된 데이터의 처리기준

Table. 3 Processing standard of the received data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비정상 데이터 수신

시 고장진단을 수행하며 고장진단 또는 정상 데이터 중 

임계값을 초과 시에는 경고여부에 따라 출력문구를 화

면에 출력한다. 또한 경고발생시 출력문구를 SMS로 전

송할 수 있으며 저장된 파일은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정상으로 수신된 데이터는 그림 4와 같이 실시

간 작동중인 광원과 상태정보를 표시하며 장치제어 버

튼을 이용하여 상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어명령을 실

행한다.

그림 4. 이중 LED 등명기의 모니터링 화면

Fig. 4 Monitoring screen-shot of the duel LED lantern

본 논문에서 구현한 이중 LED 등명기의 휴대용 모니

터링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이 이중 LED 등명기의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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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 그 기능을 테스트하였다. 테스트 결과 시제품의 

주·예비 광원의 제어와 실시간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모니터링 시스템 테스트

Fig. 5 Test of the monitoring system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국내에서 제작되는 등

명기의 표준규격 ‘프로토콜 정의서’를 적용하는 모든 

제품에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표 4와 같이 등명기

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구분
시스템 

미적용

시스템 

적용

제품작동상태 확인 가능 가능

유지보수 시 안전사고 발생 여부 - 예방가능

유지보수 비용 감소 - 가능

점검시간 단축 여부 불가 가능

설치 전 제품 테스트(분해 없이) 불가 가능

표 4. 제안된 시스템 적용 시의 효과 분석

Table. 4 Effect analysis of the proposed system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프로토콜을 적용한 이중 LED 
등명기를 휴대용 단말기로 근거리 모니터링 하는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등명기 관리를 위한 국내표준규격

에 따라 구현하였으므로, 이중 LED 등명기 뿐만 아니

라 국내‘프로토콜정의서’에 따라 제작된 모든 등명기의 

근거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LED 등명

기의 작동상태를 근거리에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설치된 등명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

기 위하여 접근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분해하지 않고 완제품을 

테스트하고 설치전 등명기의 상태점검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운용중인 LED 등명기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효과적인 항로표지 운용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LED 등명기의 휴대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충․방전조절기, AIS단말기 등 

AtoN 장비에 적용하는 연구를 통하여 통합된 근거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

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 1 ] AtoN International Trend Analysis Report No 3. Korea 
Association of Aids to Navigation, Available:  http://www. 
kaan.or.kr/upload/Board/11/893_121229165056_0.pdf.

[ 2 ]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T marine 
transportation system. AtoN intensive management system 
[Internet]. Available: http://www.mof.go.kr/policydata.do.

[ 3 ]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key statistics(December 2013). Registration 
number of published 11-1192000-000102-10. pp. 277-287.

[ 4 ] Y. S. Back, S. H. Ye and S, H, Han, “Integrated duel LED 
lantern with auxiliary and main functions,”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 vol. 17, no. 9, pp. 2160-2166, Aug. 2013.

[ 5 ] S. H. Ye, B. G. Kim, J. S. Park and S. H. Han, “The 
extension of marine lantern protocol for Dual LED marine 
lantern control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8 : 1948~1954 Aug. 2014

1954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8, 
no. 2, pp. 445-451, Feb. 2014.

[ 6 ] J. J. Chan,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Aids to 
Navigation management software for supporting hetero- 
geneous AIS AtoN,” M. S.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MA, 2011.

[ 7 ] Eriksen. T, Høye. G. Narheim. B, & Meland B. J, 
“Maritime traffic monitoring using a space-based AIS 
receiver”. Acta Astronautica, vol. 58, no 10, pp. 537-549. 
Mar 2006.

[ 8 ] J. S. Jeon, S. J. Lee, “A Study on the Building of Open 
Operational System for the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Maritime Traffic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 vol. 34, no. 8, pp. 
1135-1144, Nov 2010.

[ 9 ] W. S. Shim, J. W. Park and Y. K. Lim, “The Study on the 
trend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domestic plan to 

cope with e-navig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Maritim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ciences , vol. 14, no. 5, pp. 1057-1063, May. 2010.

[10] H. W. Je and O. Yang, “Implementation of the Monitoring 
System for Power Condition System(PCS) using a 
Smartphone and Bluetooth Communic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6, no. 10, pp. 2185-2191, Oct. 2012.

[11] S. H. Ye and S. H. Han, “Indoor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using short-range wireless communication in 
mobile devices,”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7, no. 
9, pp. 2167-2173, Sep. 2013.

[12] Sena Technologies. Technical Specifications. Bluetooth 
Serial Adapter Parani-SD1000 [Internet]. Available: 
http://www.sena.co.kr/download/datasheet/ds_parani_sd10
00_kr.pdf.

예성현(Seong-hyeon Ye)

1996 순천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2013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컨버전스 석사
2013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컨버전스 박사과정
※관심분야 : 임베디드 시스템, 데이터통신, 모니터링

한순희(Soonhee Han)

1983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85 광운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석사
1993 광운대학교 전자계산학과 박사
현 전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관심분야 : 이동통신, 임베디드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