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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IS가 선박의 충돌방지를 통한 안전 확보뿐 만 아니라 육상과 선박간의 데이터 통신에 의한 선박과 선

원 정보 관리, 전자해도 업데이트 등이 가능함이 입증되면서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e-Navigation의 중요한 데이터 통신망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보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의 표현 형식은 비트

중심의 메시지 표현 형태를 따르며 목적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의 종류가 정의되어 있다. 이들 메시지 중 이

진 메시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이진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을 정의하여 다양한 정보

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S의 이진 메시지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프로파일로 AIS RF 모니터

링 서비스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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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IS는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약자

로 VHF 무선 데이터통신시스템을 통해 전파 도

달범위내의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정보를 송신하

고 동시에 다른 선박들의 정보 및 육상관제시스

템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항해 장비이다. AIS

를 이용해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들을

미리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림 1. AIS 개념도

AIS의 활용분야는 충돌회피, 항만관제, 선박통

항관제(VTS, Vessel Traffic System), 연안해역 광

역관제, AtoN(Aids to Navigation), 수색 및 구조

지원(search and rescue), 사고조사, 이진 메시지

(binary message) 등 다양한 활용분야가 있다. 이

중 선박간의 충돌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한다.

정보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의 표현 형식은 비트

중심의 메시지 표현 형태를 따르며 목적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의 종류가 정의되어 있다.

이들 메시지 중 이진 메시지의 경우에는 사용

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이진 메시지의 형식

과 내용을 정의하여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진 메시지의 유용성은 비록

e-Navigation을 위해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

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선박간, 혹은 선박과 육

상간에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통신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본 논문에서는 AIS의 이진 메시지를 활용한 응

용 서비스 프로파일로 AIS RF 모니터링 서비스

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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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F 모니터링 서비스

(1) AIS RF 모니터링 서비스 구성도
제안하는 RF 모니터링 서비스는 AIS RF 모니

터링 장비를 탑재한 측정 선박이 주변 선박,

AtoN (Aids to Navigation) 장비 및 관제 센터로

부터 수신한 AIS 신호의 RSSI 감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형식과 세부내용을 정의한다. 이를 통

해 AIS 장치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AIS 정

보의 도달 여부를 파악하여 활용 가능토록 한다.

AIS RF 모니터링 서비스는 RF 모니터링 장비

를 탑재한 선박과 주변의 선박, AtoN, 관제센터

로 구성되며, 그림 2에 서비스 구성도를 나타내었

다.

그림 2. AIS RF 모니터링 서비스 구성도

측정 선박의 RF 모니터링 장비는 AIS 장비가

수신한 AIS 메시지의 RF 신호 감도를 측정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종류의 AIS 메시지에 대한 신호

감도를 지정한 형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고한다.

(2) AIS RF 모니터링 서비스 시나리오
제안하는 RF 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mandatory 서비스와 optional 서비스로 이루어진

다. Mandatory 서비스는 수신한 AIS 메시지 중

position report에 해당하는 메시지의 RF 신호 감

도를 정의한 메시지 형식으로 전송한다. 그림 3에

mandatory 서비스를 나타내었다.

그림 3. Mandatory 서비스

Optional 서비스는 RF 신호 감도 측정을 원하

는 대상 선박, AtoN, 혹은 관제 센터를 지정하여

측정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고 지정된 대상으로부

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RF 신호 감도를 측정

한다. 이때, on-demand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을 대상 시스템은 보낼 수 있으며 이러

한 메시지는 AIS ASM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4에 optional 서비스를 나타내었다.

그림 4. Optional 서비스

Ⅲ. 결론

AIS가 선박의 충돌방지를 통한 안전 확보뿐 만

아니라 육상과 선박간의 데이터 통신에 의한 선

박과 선원 정보 관리, 전자해도 업데이트 등이 가

능함이 입증되면서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논

의되고 있는 e-Navigation의 중요한 데이터 통신

망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AIS 활용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메시지에 따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진 메시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AIS의 이진 메시지를 활용

한 응용 서비스 프로파일로 AIS RF 모니터링 서

비스를 제안하였다.

향후 AIS를 바탕으로 확장된 이진 메시지를 활

용하는 기술은 e-Navigation 통신망을 구성하는

기반 기술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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