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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선박충돌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25%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 사고는 단

순 충돌사고 와는 다르게 환경오염 등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해사의 견시 업무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줌, 회전, 틸트 기능을 가진 CCTV가 해당 선박을 자동 추적하여 CCTV 

영상위에 항해 및 선박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물을 통해 항해사는 CCTV 영

상 기반의 실제 항만상황과 선박 정보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선박의 항해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ABSTRACT 

According to 2008 statistics, there is a need for sailing lookout to minimize the ships collision that caused a 

secondary damage such as environment pollution and it happened 25 percentage rat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the object targeting system for notifying the sailing and ship information as monitoring the marine with 

CCTV having a zoom, rotation, and tile function. In this study we expected to induce the safety sailing by offering the 

CCTV automatic treatment.  

키워드 : 물표추적, 해상관제시스템, 선박충돌관리, 선박정보 표시 시스템

Key word : Object Targeting, Vessel Traffic Service, Ship Collision Management, Vessel Information Displ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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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 주요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증가에 따라 

연안 및 항만의 사고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해

양안전심판원의 통계결과에 의하면 국내 해상사고는 

기관 손상, 안전운항 저해, 좌초, 화재/폭발, 출동 등으

로 분류되며, 그 중 충돌로 인한 사고는 23%로 두 번째 

사고원인으로 집계되고 있다[1]. 선박의 충돌은 두 대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하거나 정지된 부유물 등과 부

딪혀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로써, 대부분 선장과 항해사

의 주의력 부족, 미숙한 조작 등의 원인이다. 이러한 충

돌 사고는 선박의 파손,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2007년 

서해안 유출사고처럼 연료가 유출될 경우 해양 생태계

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해상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

정 규모이상의 선박은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자동식별시스템)를 탑재하여 항구 및 연

안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정보를 타선 및 관제센터에 

전송한다. 하지만 AIS 장비는 소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만 탑재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형선박의 경우는 선박의 

위치추적 및 관제가 원활히 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 선박 발견 시 자동으로 팬/틸

트 기능을 지닌 CCTV 장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해당 

선박을 추적한 후 정보를 CCTV 영상 기반의 시스템에 

표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박의 운항정보를 효율적

으로 분석하고 선박 충돌방지를 위한 견시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배경연구(Background)

2.1. 해상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는 항만 및 연안에서의 선박 통항에 대

한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하여 해당 선박

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해상교통상황을 관제하기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  AIS, 

CCTV, Radar 등이 사용된다. AIS는 선박과 선박 간, 그

리고 선박과 육상 기지국 간에 선박의 기본정보, 위치, 

침로, 속력 등의 선박관련 정보와 항해 안전 관련 정보

를 주기적이며, 자동적으로 VHF 데이터 통신을 통해 

주고 받도록 하여 선박간의 충돌회피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AIS 신호는 변하지 않는 정보(정적정

보), 거의 변하지 않는 정보(가변정보), 수시로 변하는 

정보(동적정보) 등의 세 가지 정보로 구별되며, 선박의 

종류, 위치, 침로, 선명, 항해 상태 등의 정보를 전송한

다.  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S 장비는 고가의 장

비로 소정규모 이상의 선박에만 탑재가 의무화 되어 있

어, 소형 선박등의 견시 및 항만상황의 관찰을 위해 

CCTV 시스템이 활용된다. CCTV는 항만관제 시스템

의 주요 구성요소로 항만의 상황을 관찰하고, 통제하기 

위해 항만을 찰영하고, 찰영한 영상을 관제사 및 항해

사가 해상교통관제 업무 시 활용한다. 해상교통관제에 

활용되는 CCTV 시스템은 항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

시하기 위해 관제서버에서 수동 및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Pan/Tilt 기능을 탑재하

여 운항중이 선박의 이동에 따라 CCTV 카메라가 물표

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 선행연구 분석

최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충돌회피를 위한 연구로 

김철승[2] 등은 기존 해상 교통환경 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술의 활용을 위한 위험요소 산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자연, 항로, 선박 및 항행지원에 대한 

평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박영수[3] 등은 선박간의 

안전 이격거리를 주/야간, 조류, 바람 등의 상황별로 정

량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허태영[4] 등은 국내 실정을 

반영한 통항 선박 위험도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지리

정보 기반의 시스템에 적용하여 위험정보를 표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해상관제를 위한 장비

를 활용한 해상 안전에 관한 연구로 이서정[5]등은 전자

해도 기반의 시스템에서 선박의 AIS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AIS 메지시를 DB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및 DB를 설계한 바 있다. 김영신[6] 등은 관제사의 선박 

관제업무에 있어서 AIS정보가 선박의 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바 있으며, 또한 AIS 기반 관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Radar 장

비의 활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백인호[7] 등은 이동

하는 객체를 추적하기 위한 연구를 수힝하고 팬/틸트/

줌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카메라로부터 하나의 영

상을 획득하는 파노라마 영상 객체 추적기술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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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바 있다. 김원희[8] 등은 CCTV로부터 움직이는 

선박의 객체 추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정

종면[9] 등은 CCTV 영상에서 해상의 선박, 암초 등의 

물표를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바 있다. 

최근 충돌회피 알고리즘의 개발 및 AIS, CCTV 장비

로부터 해상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하여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지만, 이는 위험 선박의 발견 관제시스템에서 

CCTV 장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위험선박정보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제에 대한 연

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Ⅲ.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전체 흐름도 

차세대 항해 견시를 위한 선박 자동 추적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옥외에 설치된 팬/틸트 기능

을 지닌 CCTV, 선박정보 전송을 위한 AIS 장비, 자동 

표적추적 모니터링을 위한 전자해도 기반의 표출시스

템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시스템 전체 구성도

Fig. 1 Architecture of the System

선박 자동 추적을 위한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➀ 

옥외에 설치된 CCTV는 실시간으로 해상 상황을 모니

터링 하여 저장하며, ➁ 위험 선박 발견 시 전자해도 기

반의 시스템에서 해당 선박을 선택한다. ➁ 선택과 동시

에 팬/틸트 기능을 지는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값을 

연산하여, CCTV가 해당선박을 추적하도록 제어하며, 

➃ 해당 선박의 선명, 속도 등의 선박정보가 CCTV 영상

위체 표시된다. 

그림 2. 선박자동 추적 알고리즘

Fig. 2 Algorithm for the Auto Targeting system 

3.2. 시스템 세부 알고리즘 

선박 자동 추적을 위한 세부 요소기술은 다음과 같다. 

➀ 영상저장 서버의 선박정보 구축

영상 저장서버는 AIS 정보로부터 관제 대상인 선박

의 종류, 크기, 위치, 진로 등의 정보와 CCTV의 설치 위

치, ID, 감시 범위 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➁ 팬/틸트 제어 파라메터  

팬/틸트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추적할 선박에 대한 영

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팬/틸트 제어 흐름도

Fig. 3 Flowchart for the Pan/Tilt Control

◦ 팬/틸트 제어 각도 계산

CCTV장비와 해상의 선박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차

이를 팬 각도, 틸트 각도로 계산하다. 일반적으로 영상

장비와 해당선박과의 수직방향의 각도를 팬 각도, 수평

방향의 각도를 틸트 각도로 나타낸다. CCTV 영상장비

와 표적의 위/경도/고도로부터 팬/틸트 각도계산을 위

한 식은 식 (1),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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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 팬 각도, Ω : 틸트 각도 

카메라의 위/경도: Lat_Cam/ Lon_Cam

카메라의 고도: Alt_Cam

표적의 위/경도: Lat_Target/ Lon_Target

표적의 고도: Alt_Target

위도 1도 사이의 거리 (m) : MperLat

경도 1도 사이의 거리 (m) : MperLon

카메라-표적사이의 x축 거리 : dist_x

카메라-표적사이의 y축 거리 : dist_y

카메라-표적사이의 전체거리 : dist

dist_x = (Lon_Cam- Lon_Target) * MperLon 

dist_y = (Lat_Cam- Lat_Target) * MperLat

dist = sqrt( dist_x
2
 +dist_y

2 
)

θ = sin
-1

(dist_x/dist) if (dist_x > dist_y) (1)

  Ω = tan
-1

( dist_z / dist ) (2)

◦ 팬/틸트 파라메터 산출 기준 

팬/틸트 파라메터 값을 구하기 위해, 팬/틸트가 수평

으로 설치된 다음 카메라가 북쪽을 향하고 있을 때의 

팬 수치를 알 필요가 있으며, 이 수치를 팬 북향 기준 수

치(NorthTick)라 한다. PANTICKperRAD는 카메라가 

한 바퀴 회전할 때 Pan 값을 (2*pi)로 나눈 값이다. 

NorthTick[i] = PanTick[i] - PANTICKperRAD * Theta[i] 

팬/틸트가 수평으로 설치된 다음 카메라가 수평을 향

하고 있을 때의 틸트 수평 기준 수치(HorizonTick)를 알 

필요가 있으며 Omega는 카메라의 위치, 타겟의 위치 및 

TiltTick로부터 계신된 각타겟의 틸트 각도를 의미한다.

HorizonTick[i] = TiltTick[i] - TiltTickPerRad * Omega[i]

◦ 팬/틸트 제어 파라메터 

팬/틸트 제어 파라메터 기준값을 적용하여 최종 계산

되는 파라메터 값은 다음과 같다.

Tilt_Tick = HorizonTick + Omega * TiltTickPerRad

Pan_Tick = NorthTick + Theta * PanTickPerRad 

➂ CCTV영상정보와 선박정보 매칭 

CCTV영상정보와 선박정보 매칭을 위한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같다. 카메라가 바라보는 실제공간은 카메라의 

위치와 높이,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고유의 시

야각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시야각을 고려한 3차원 

좌표공간을 생성한 다음, 생성된 좌표공간계에 선박정

보를 표출하고, 표출정보를 CCTV 영상정보에 중첩시

킨다. 3차원 공간좌표계는 WGS84 좌표계에서 카메라

가 설치된 지점의 위, 경도를 고려하고 카메라 설치지점

을 원점으로 하여 생성한다. 3차원 좌표계에서 선박의 

상대적 위치는 선박의 AIS 장비로부터 수신된 선박의 

위치정보로부터 카메라와 선박간의 거리, 카메라에 대

한 선박의 방향으로 변환한 후,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선

박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x, y, z 좌표를 계산한다. 선박

의 선명, 항로 등의 부가정보는 AIS 신호의 정적정보로

부터 추출하여 선박 위치좌표에 표시한다.  

그림 4. 선박정보 매칭 알고리즘

Fig. 4 Algorithm for Ship Information Matching

Ⅳ. 시스템 구현   

4.1. 시스템 개발 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분류 구분

H/W

OS : Windows 7 Ultimate Edition x64 bit

CPU : Intel® Core™ i7 

Memory : 7.91 GB

Graphic : Intel® HD Graphics 3000

S/W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표 1. 개발환경

Table. 1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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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스템 설계 

구현 시스템 메뉴는 그림 5와 같다. 전자해도를 위한 

설정과 AIS 연결 및 CCTV 연결설정, 해당 물표로 팬/

틸트 장비의 자동제어 및 CCTV 영상위에 선박정보 표

출화면을 위한 물표추적 메뉴로 구성된다. 

그림 5. 시스템 메뉴

Fig. 5 Menu for the System

해당 선박 자동추적을 위한 팬 틸트 제어 화면메뉴는 

그림 6과 같다. 현재 CCTV 장비의 위/경도/고도 정보값

을 초기값으로 입력한 후, 팬/틸트 각도 보정을 위한 값

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6. 팬/틸트 제어화면 설계

Fig. 6 GUI for the Pan/Tilt Control

4.3. 개발결과  

그림 7과 같이 전자해도 기반의 시스템은 실시간으

로 AIS로부터 전송되는 선박의 위치를 표시한다. 관제

사가 선박을 추적하고자 하면 그림과 같이 추적할 선박

을 선택한다.  

그림 7. 전자해도 기반의 운영시스템 화면 

Fig. 7 GUI for the Management System 

선박을 선택 한 후, 팬 틸트 값 보정 화면을 통해 선박 

자동추적을 위한 팬/틸트 파라메터를 계산한다. 계산 

후, CCTV 제어를 통해 추적된 선박의 정보는 그림 8과 

같이 표시된다. 

그림 8. CCTV 영상기반의 선박정보 표출 

Fig. 8 The Display of the Ship Information with CCTV 

Ⅴ. 결  론

해상에서의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사전에 해양사고를 에

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관제사는 각종 항해 장비와 

선박 주위를 육안과 망원경을 이용하여 주변상황을 확

인하고, AIS, VHF 등의 장비를 통해 선박의 정보를 전

송받고 있지만, 실제 견시한 CCTV 영상위에 해당 선박

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관제사의 관제 업무시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팬/틸트 기능을 기진 CCTV를 전자해

도 기반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CCTV 영상위에 AIS로부터 수신된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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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표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선

박 자동 추적 시스템을 통해 기존 관제사의 관제업무 

시 CCTV 영상과 선박정보를 확인하는 개개별로 확인

하던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보여

줌으로써, 선박 항해관제 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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