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0: 1300~1305, Oct. 2020

NMEA-0183 기반 영상데이터의 효율적인 스트리밍 기법

김병국*

The Efficient Method for Video Data Streaming via NMEA-0183

Byoung-Kug Kim* 
*Lead Researcher, R&D Center, Koreanair, Daejeon, 34054 Korea

요  약 

RS-232 또는 RS-422의 단순한 통신 구조로 인하여 여전히 선박 대부분은 이를 기반으로 한 통신인프라를 내부 네

트워크 환경으로 구축하고 있다. NMEA-0183은 선교 항해 당직 경보시스템(BNWAS: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을 위한 세 개의 계층을 구성하는 규격 중 하나이며 다양한 통신방식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이미 구축

된 RS-232 나 RS-422를 사용하고 있다. 선교 항해 당직 경보시스템은 선박 상태 및 환경요소 등을 감지하는 각종 센

서, GPS, AIS 등 다양한 장치들을 연결하여 운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NMEA-0183 환경에서 영상센서의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하고 영상데이터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동인 통신채널을 공유하는 다른 센서들

로부터 생성된 NMEA 메시지 개수에 따른 영상품질의 변화를 분석하고 적용 타당성을 입증한다.

ABSTRACT

Due to the simplicity of communication structure using RS-232 and RS-422, the majority ships have still adapted on 
these communication interfaces and have constructed their own communication network in the ship. NMEA-0183 is 
the one of standards for BNWAS(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and currently being used in many 
countries. BNWAS utilises diverse sensor devices, GPS, AIS and so on for monitoring the status of ships and their 
deployments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temperature, humidity, wind speed/direction, water temperature/current 
etc...). This paper proposes the use of any image sensors in NMEA-0183 environment and verifies possibility with 
certain video qualities through the experiment results. Furthermore the paper gathers videos and monitors the change of 
their qualiti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NMEA messages on RS-232 communication link. Finally we make 
conclusion that our proposal is sufficiently appropriate for ship monitoring system in the NMEA-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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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데이터에 대한 스트리밍 기술은 통신기술과 영

상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

고 있다. 영상압축 기술의 경우 MPEG-1/2/4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1/2/4)뿐만이 아닌 H.264 /AVC 
(Advanced Video Coding) 등의 높은 압축 기술도 있다.

H.264/AVC 압축 기술은 사용자 설정을 통한 고정된 

영상품질을 제공하거나 통신채널의 서비스대역폭(bps)
을 기준으로 화질을 가변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높은 

압축률로 인해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 
ns Union – Telecommunication) 및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에서 표준으로 채택된 상태이

며 MPEG-2 와 MPEG-4 보다 각각 대략 2배와 1.3배의 

압축향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리고 논문

[1]에 따르면 H.264/AVC는 낮은 신뢰성의 네트워크 환

경에서도 프레임 결정을 위하여 다수의 참조화상을 이

용하고 가중치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오류 및 손실에 대

한 상당히 높은 내성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논문[2]는 

대역폭별 지원되는 H.264/AVC기반의 화질을 추출하고 

이 측정값을 기반을 둔 가변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한 제

안 방안(ABR: Adaptive Bandwidth Video)을 제안한다. 
논문[2]에 따르면 320x240 @30으로 영상데이터를 스

트리밍할 경우 268.8Kbps의 대역폭을 소모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내 네트워크 환경에서 영상데이

터를 스트리밍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박 내 탑재된 장

치(예: GPS 수신기, 레이더, 환경 센서, AIS 수신기 등)
간 통신을 위한 규격으로 국제 해상 전자 위원회 (NMEA: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가 정한 규약들

이 있다[5-8].
규약 중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채택한 

NMEA-0183 계열은 최대 38.4Kbps의 데이터 전송률을 

갖는다. 논문[9]는 이 환경에서 영상데이터를 스트리밍

하려는 방안을 설계한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환경 센서 메시지

의 주기성과 이들의 낮은 전송 대역폭을 고려하면 가용 

영역을 CBR(Constant Bir Rate) 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

다. 이때 영상정보는 고정된 품질(해상도, FPS 등)로 스

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단말이 연동된 선박의 경우 주변 

선박의 분포 및 이들의 이동 속도에 따라 수신되는 메시

지량이 변화한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는 통신 채널을 

VBR (Variable Bit Rate) 서비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NMEA-0183과 AIS 기술에 대하

여 먼저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AIS가 운영되고 

있는 NMEA-0183 기반의 환경과 CCD(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H.264/AVC
로 압축하는 환경을 개발보드(라즈베리파이)에 구축한

다. 이후 4장에서는 AIS 메시지의 전송 간격과 영상의 

속성을 조절하면서 성능을 측정하고 시험 결과들을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제안을 통한 영상 스

트리밍이 가능함과 특정 영상품질의 허용범위를 확인 

후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기술

2.1. NMEA

NMEA[5]는 선교 항해 당직 경보시스템(BNWAS: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을 위한 위원

회로 선박 내 통신을 위한 규격을 정의한다. 선교 항해 

당직 경보시스템은 선박 상태 및 환경요소(예: 시각, 위
치(경위도), 방위, 온/습도 등)를 감지하는 각종 센서와 

GPS, AIS 등 다양한 장치들을 연결하여 운영한다. 
NMEA에서는 다양한 규격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NMEA-0183[6], NMEA-0183-HS[7], NMEA-2000[8] 
등의 규격이 있다. NMEA-0183과 NMEA-0183-HS는 

RS-232 또는 RS-422 통신방식을 기반으로 총 세 개의 

계층(물리, 데이터링크, 응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NMEA-0183과 NMEA-0183-HS에서 사용되는 물리

계층은 RS-232/422의 통신 방법을 정의하고 각각 

4,800bps와 38,400bps의 전송률을 갖는다. 그 외 NMEA- 
2000는 CAN과 이더넷 통신을 정의한다. 서로 다른 규

약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한 연구도 있다.[10] 
RS-232의 단순한 구조와 비용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

은 선박에서 운용되고 있다. NMEA-0183(-HS)은 데이

터링크 계층으로 통신 동기화와 흐름제어 등을 위해 

Baud Rate, Data Bit 그리고 Stop Bit 등을 정의한다. 마
지막으로 응용 계층에서는 각 의미를 갖는 메시지들에 

대한 구분코드(ID)와 문법(syntax)을 정의한다.
NMEA-0183 기반의 구성장치 간 통신 쌍은 Talker와 

Listener의 관계를 갖는다. Talker는 데이터를 송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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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er는 데이터를 수신한다. Talker는 주로 각종 센서 

장치들을 포함한 GPS와 AIS 등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

치들이 될 수 있다. 반면, Listener는 수신한 데이터를 처

리하거나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예: 스피커, 디스플

레이 단말 등)들이 될 수 있다. 모든 Talker들은 통신케

이블의 Tx와 Rx 신호선에 대하여 동일한 Pin-out을 물

리적으로 단락시킨다. 그리고 Listener는 신호선을 역

(크로스 케이블 방식)으로 단락시킨다. 그 외, 다수의 

Talker와 Listener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Tx와 

Rx간 서로 단락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장치 간 별도

의 Multiplexer를 활용하기도 한다.
NMEA-0183 규격은 메시지의 최장 길이를 82바이트

로 한정한다. 메시지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는 심벌(시
작: 1 바이트, 끝: 2 바이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량은 79바이트가 된다. 단, “!”로 

시작되는 메시지의 길이는 예외로 한다. 그림 1은 GPS 
및 기타 NMEA 지원 장치들 간 통신 시 송/수신 메시지

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 또는 “!” 문자가 시

작 부호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의 연

속된 두 개의 알파벳은 일반적으로 장치를 의미하고 콤

마(,) 직전까지의 나머지 단어는 각 장치에서 정의한 메

시지의 타입을 의미한다.

Fig. 1 NMEA-0183 Message Example

2.2. AIS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11]는 선박 또

는 육상 간 선박의 항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선박들의 

안전, 보안강화 그리고 원활한 항해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상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의해 규

격으로 채택되었으며, 국제 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선

박에는 AIS 단말기를 탑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AIS 단말기를 통해 타선의 정보(식별번호, 선명, 국

적, 위치, 속도, 방향, 목적지 등)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선박 간 충돌방지, 조난 수색 및 구조 등의 긴급 상황에

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12-15]

AIS는 VHF(Very High Frequency) 영역을 사용하고 

통상 40해리의 통신 범위를 갖는다[16]. 전송방식으로 

타선 또는 연안에 배치된 기지국(VTS: Vessel Traffic 
Service)과 시각슬롯의 동기를 맞추어 SOTDMA(Self 
Organized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법을 사용

한다. 각 슬롯의 길이는 26.6ms를 가지며 1분에 최대 

2,255개의 AIS 메시지들이 전달될 수 있다.
통신 범위 내 2천여 개의 제한된 슬롯을 다수의 선박

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AIS 단말기별 송신 주기

는 가변적이며 선박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표 1은 VTS
에서 규정하는 속도별 보고주기이다. 동일 속도 기준에

서 선박의 진행방향에 변화가 생기면, AIS 단말기는 이

를 인식하여 보고주기를 1/3배로 한다. 그리고 최소 주

기는 2초이다.
AIS 수신기를 통해 수집된 타선의 정보는 AIS 단말

기뿐만이 아닌 연결된 NMEA-0183 통신시스템을 통하

여 다른 Listener 장치들에게도 전달된다. 역으로 AIS 
단말기는 자체에 탑재된 GPS 안테나(옵션)를 활용하거

나 Listener 장치의 속성을 겸하여 NMEA-0183 기반의 

연결된 다른 GPS 장치(Talker)로부터 위치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NMEA-0183의 물리링크(RS-232)에
는 AIS 정보도 포함되며, 표 1에서 정의된 문법의 형태

로 전송된다. AIS의 경우 시작의 의미로 ASCII값 0x21
인 “!” 기호가 사용되고 AB, AD, AI, AN, AR, AS, AT, 
AX, BS 또는 SA 문자가 뒤따른다. 

Table. 1 AIS Reporting Intervals

Speeds Reporting Intervals

anchor or moored 180 sec

0 ~ 14 knots 12 sec

14 ~ 23 knots 6 sec

23 ~ knots 3 sec

Ⅲ. 구 현

3.1. Talker

Talker는 영상데이터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ARM 프로세서 기반의 개발보드(모델: Raspberry Pi 3 
Model B+)를 활용하고 주변 장치로 카메라 모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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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Serial 컨버터를 탑재시켰다. 그림 2는 실험을 위

해 사용된 장치를 보여준다.
영상데이터 스트리밍을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리눅스 운영체제 기반에서 H.264/AVC 인코딩을 수행

(해상도: 640x480 & 320x240)하였다. 인코딩된 출력물

은 연결된 시리얼 케이블로 전달시켰다. 시리얼 UART
의 경우 NMEA-0183-HS 규격으로 설정(B38400, CS8, 
Non-Parity)하였다.

Fig. 2 Talker Device for Video Streaming

하나의 통신 선로에 다량의 Talker 장치가 존재하는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동일한 개발보드에 GPS(메시지: 
$GPRMC), 환경 센서(메시지: $IIXDR) 그리고 AIS(메
시지: !AIVDM) 정보를 부하메시지 삽입하여 전송하였

다. 그리고 구현의 편의를 위해 $GPRMC와 $IIXDR 메
시지는 82바이트(NMEA-0183 최대값)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AIS 메시지의 경우 실제 운영에서 가장 많이 수

신되고 있는 Position Report Class A 메시지(선박의 위

치/상태 보고용 메시지, 크기: 167 바이트)를 사용하였

다. 마찬가지로 처리 성능을 고려하여 기 NMEA-0183 
최대 메시지 길이의 두 배(82 x 2 = 164)를 갖도록 하였다.

부하메시지에 따른 영상의 품질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해 AIS 메시지의 개수를 사용자 명령을 받아 운영 중 변

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영상데이터를 스트

리밍하는 Talker 장치의 동작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Fig. 3 Talker’s Operation For Experiments

3.2. Listener

수신한 스트리밍 영상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환경

으로 일반 PC에 리눅스를 탑재 후 구현하였다. Talker 
장치와 동일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설정 후 수신한 데

이터에 대하여 NMEA-0183과 AIS 메시지들을 추출하

고 나머지 정보는 영상재생 프로세스(소프트웨어: VLC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도록 구현하였다.

수신한 데이터는 그림 3 동작을 역순으로 처리한다. 
다만, 최종 H.264로 인코딩된 추출 데이터는 재생프로

세스에게 전달되어 재생되도록 구현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녹화대상물의 외형과 움직임에 따라 H.264/AVC의 

압축 결과물의 크기는 상당히 다양했다. 따라서 다양한 

실험 환경에서 최대한 동일한 영상 입력을 위해 노란색 

오리 인형을 수평 방향으로 1Hz 주기로 왕복하였다. 그 

외, 입력 영상에는 물체를 잡는 등의 행위도 같이 포함

된다.

Table. 2 Video Sizes for 10 Minutes

Screen Size FPS Total Size Per Second

640 x 480 10 1,949,713 Bytes 190.4KB

640 x 480 3 722,215 Bytes 70.5KB

320 x 240 10 758,469 Bytes 74KB

320 x 240 3 262,226 Bytes 25.6KB

이러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해상도와 FPS(Frame Per 
Second)를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2는 각 인코

딩 속성별 10초간 녹화를 진행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4.2. UART 기반 영상 전송

이 실험에서는 38.4Kbps의 시리얼 I/F에 영상데이터

만을 스트리밍하였으며 그림 4는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Local 부분은 녹화장치(Raspberry Pi)에서 기

록된 영상 샘플의 이미지이다. 그리고 Remote 1과 2의 

영상 샘플은 Listener에서 수신한 영상데이터를 재생했

을 때의 화면이다. Remote 1은 왕복 움직임(1Hz)이 있

는 과정에서의 영상샘플이며 Remote 2는 녹화 대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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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을 멈추고 5초가 지났을 때의 영상 샘플을 보

여준다.
시험과 같이 640x480@10 ~ 320x240@10에서 움직

임에 대해 많은 일그러짐과 모자이크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Remote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H.264/AVC의 참조화상 처리능력[1]에 따른 정지상태

일 때 모두 안정적인 영상품질을 제공하였다. 다만 이 

경우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영상일수록 더 많은 시간

이 소요됐다.

Fig. 4 Video Comparisons without NMEA-0183 and AIS 
messages

최종적으로 이 환경에서는 320x240@3일 때 녹화장

치의 화질과 유사한 영상품질로 재생되었다. 다만, 더 

빠른 움직임이 있을 때 여전히 일그러짐과 모자이크 현

상이 발견되었다.

4.3. NMEA-0183과 AIS 메시지 적용

이 실험에서는 선박용 통신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NMEA-0183과 AIS 메시지를 통신채널에 적용 후 메시

지량을 변경하였다. 메시지의 증가 대비 재생되는 영상

의 품질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상의 인코딩은 직전의 시

험에서 가장 좋은 결과로 측정된 320x240@3으로 설정

하였다.
삽입 메시지의 발생은 1Hz로 설정하였으며, GPS와 

온/습도 센서의 값은 주기 당 하나의 메시지를 전송시켰

다. AIS 메시지의 경우 동일 VHF 대역에서 1분에 최대 

2,255개의 메시지가 발생(초당 최대 37.58개)할 수 있지

만, 본 실험에서는 주기당 최대 50개까지 메시지를 삽입

시켰다.
실험한 결과 메시지 증가에 따른 재생영상의 화질은 

그림 5와 같이 확인되었다. 그림에서 보여주듯 10개의 

메시지까지는 재생영상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

았다. 그러나 20개부터 메시지 증가에 따른 일그러짐 영

역이 차차 증가하였으며 50개에서 심한 일그러짐과 함

께 이동체의 식별이 불가할 정도였다. 이후 증가에서부

터는 정적인 부분(예: 배경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그러졌다.

Fig. 5 Video Comparisons with NMEA-0183 and AIS 
messages

Ⅴ. 결  론

NMEA-0183은 선박내 통신인프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규약 중의 하나이다. 이를 기반으로 선박의 상태를 

관리하고 연결된 AIS를 통해 타선의 정보습득과 더불어 

자함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선박의 상태 파악을 위해 다양한 센서들이 활용될 수 

있으나 영상센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를 위

한 해결책으로 본 논문은 NMEA-0183 기반에 영상 스

트리밍이 가능함을 구현과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영상품질을 위한 NMEA-0183과 AIS 

메시지 개수의 가용범위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구현

과 이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AIS 메시지 량에 따

른 재생영상의 품질을 얻어냈다.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었듯이 1Hz의 왕복 움직임에 

대한 특성을 갖는 환경에서 38.4Kbps 대역폭의 UART
로 H.264/AVC의 압축기법을 활용할 때 320x240@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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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이 가장 안정적이었음을 알아냈다. 그 외, 마지

막으로 그림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체의 상태(움
직임 등)를 함께 고려하면 그 이상의 영상 인코딩 해상

도와 품질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해 입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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