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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해도 기반 중소형선박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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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 국제 표준 기반의 전자해도를 기본 맵으로 육상 연안  정보 및 해저 수심 데이터를 제공하고, 
선박 내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자이로컴퍼스, DGPS, AIS의 각종 항해 지원 장비와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자

선 및 타선의 실시간 항로 감시 및  안전운항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소형 선박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차량의 필수 장비인 육상 네비게이션의 기능 및 사용 방법들을 적용하여 항해자들에게 친숙

한 사용 환경, 메뉴 구성, 쉬운 작동법을 제공하여 중소형 선박들이 보다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을 목표

로 한다. 개발된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항해장비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기존 해상 항해장비와 달리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함으로써 조기에 선박간의 충돌사고 예방 및 선박 사고로 인한 인

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voyag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The 
developed system is equipped with an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ENC) that provides onshore and offshore 
information, as well as supports standardized interfaces with navigational equipment, such as a gyro compass, a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DGPS), and an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to monitor the navigation 
route in real time. In addition, the proposed system adopts a car navigation system to provide a graphical user interface,  
an intuitive menu-driven configuration, and an easy guide for safer sea navigation. The system, interfaced with the 
gyro compass and DGPS, was verified without any data loss, and passed a test conducted under extreme conditions by 
th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Finally, the system contributes to preventing collision of 
vessels and minimizing casualties by maximizing the convenience of mariners  which a conventional system does not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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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해양레저 스포츠 관련 저변 

확대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해양레저 스

포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

심으로 개인용 요트 및 보트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

며, e-내비게이션 개념에 발맞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

으로 이미 중소형 선박 분야의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

을 만들어 내고 있다[1]. 

해외 해양레저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해양산업협회

(ICOMIA:  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에서 발표한 “Recreational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12”에 의하면 약 1,100억 달러의 세계 조선 

산업 시장과 상응하는 시장을 형성하고, 표 1과 같이 전 

세계 보트 보유척수는 2012년 기준 2,839만 척으로 연

간 53만 여척의 신규 생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85억 달러, 448천척에서 2016년 312억 달러, 471천척

으로 신규보트 시장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2].

국내의 경우 ICT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어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내 

중소형 선박 시장에는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미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5년 

기준 이미 3,093만원[3]을 넘어선 시점에서는 중소형 

레저 보트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제품에 있어서는 대부분 미

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4].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해양 e-내비

게이션 협약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감축이 가장 

큰 목적으로 e-내비게이션이 선박의 구조․설비, 항법, 

관제, 통신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기준으

로 정착되면서 세계 해운․조선시장에 획기적인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약 시행시 향후 10

년간 직접시장 300조원, 간접시장 900조원 규모의 시장

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20% 수준인 

240조원의 시장을 우리나라가 점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5].

e-내비게이션 관련 연구로 선박이 해상 운행 중에 

경로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경로와 보조경로 탐색기능을 이용하여 경로이탈을 

안내하고 보정하는 해상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현

한 사례[4]를 비롯하여 증강현실 기반의 항행정보 가

시화를 위해 영상해석 및 수면위의 물체를 검출하고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정보를 활용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모듈을 구현한 연구는 해양 e-내비게

이션 기술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6].

전자 해도의 비항해 목적으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

해 전자해도 보안 표준과 체계를 분석하고, 표준에서 

제공하는 전자해도 보안 표준 테스트 데이터를 시험한 

연구 결과[7]와 사용자 인식도 조사 분석을 통한 전자해

도 시스템 기능 이용 시의 오류 및 문제점을 도출 및 개

선사항에 대한 연구는 해양 내비게이션의 성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8]. 

하지만 대다수 중소형 선박은 사설 비표준 맵 데이터

를 사용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플로터를 

항해 보조 장비로 사용하고 있고, 타 기기와 호환성의 

문제로 국내 전자 해도의 활용성이 개발 노력과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해양 내비게이션 장비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중소형 선박에서 사용하는데 어려

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항해

용 국제표준 지도 데이터인 S100기반의 전자해도[9]를 

기본 맵으로 육상 연안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 해저 수심데이터를 최적화하여 제공

하고, 선박 내 설치 운용되고 있는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AIS 등 각종 항해 지원 장

비들과의 NMEA0183 표준 인터페이스[10]를 기반으로 

자선 및 타선 실시간 항로감시 등의 전자해도 기반 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New Boat Market 
($ million)

23,800 26,000 28,500 31,200 34,100 37,300 40,800 44,700

New Boat Units
(thousands)

405 426 448 471 495 520 547 575 

Table. 1 Global Recreational Boating Industry Foreca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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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보를 지원하는 중소형 선박용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전자해도 기반 중소형 선박용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를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3장에

서는 해당 시스템 구현과 더불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Ⅱ. 전자해도 지원 중소형 선박 항해 성능 모니

터링 시스템 설계

2.1. 중소형 선박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선박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그림  

1의 선박 내 설치 운용되고 있는 각종 항해 지원 장비들

과 인터페이스 후 자선 및 타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

용자에게 지원하며, 항해자들에게 단순하며 쉬운 사용 

환경, 메뉴구성 및 쉬운 작동법 등을 통해 중소형 선박

들이 보다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ig. 1 Voyage performance system concept diagram

표 2와 같이 국내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에서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비교우위로는 ① 선박  항

해를 위한 국제표준 및 규정준수, ② 전자해도 기반 사

용자 편의 시스템 개발, ③ 중소형 선박용 VDR(voyage 

data recorder)기능 지원, ④ 선박 내부의 타 시스템과 연

동 기능, ⑤ 저전력 구조 및 조작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최적의 전자해도 지원 선박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

스템 구현을 위해서 3개의 소프트웨어 모듈과 1개의 

하드웨어로 구분되며, 소프트웨어는 다시 세분화된 기

능별 모듈로 구분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는 첫째, 

ENC(electronic navigation charts) 운용하기 위한 “전자 

해도 데이터 컨트롤 엔진”, 둘째, 항해 지원을 위해 사

용되는 GPS, DGPS, Gyro, Speed Log, AIS 장비와 실시

간 인터페이스를 위한 “통합 시그널 인터페이스”, 셋째,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와 동일한 항해 계획 및 실시간 항해 감시 기능의 소형

화 및 최적화를 위한 “ECDIS 컨트롤 및 운용 엔진”과 

같이 기능별로 구분한다. 

Table. 2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systems

Functions A type B type Proposed

①

IHO※ regulation 
and symbol

◯ ◯ ◯

Route planning & 
monitoring

◯ ◯ ◯

Voyage monitoring 
& warning

◯ ◯ ◯

Identification
Information

◯ ◯ ◯

② Map data
C-MAP 

NT+MAX
C-MAP Open API

③ VDR × × ◯

④

Interoperability Limited ◯ ◯

Communication 
module

× Ethernet
Ethernet, 

WIFI

DGPS × × ◯

Sensing data × × ◯

⑤ CPU
Embedded 

PC
Embedded 

PC
Embedded 

PC

※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이렇게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프트웨어 공학적 

구조 설계 개념과 기능별로 상호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최상의 성능 확보를 위함이며, 이는 향후에 발생할 기

능 추가 및 업데이트 시 최상의 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항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항로 감시 기능, 항로이탈 

및 위험물 경고, AIS 인터페이스 침입경고 기능을 수행

하는 Warning Detection Manager, 항로계획 설정 및 계

획된 항로 실시간 감시하는 Route Manager, 자선관리, 

자선 크기 설정, 자선 표현방법 설정 등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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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Ship Manager 모듈이 있다. 그리고 S100 표준 전

자해도를 표현하고, 필요시 이를 Open API Map으로 변

환 및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Open API Map Display 

Manager와 ENC Converter Manager로 구성된다.

그리고 입력 신호별 실시간 저장 기능, 입력 영상 및 

음성 저장 기능, 선박 항적 실시간 저장 기능, 타선 항적 

실시간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VDR Manager와 입력 시

그널 종류별 분류 모듈, 실시간 시그널 분석 모듈, 정상/

비정상 신호별 검증 모듈을 수행하는 Multi Sensor 

Manager, 이를 통합하는 Integrated Signal Interface로  

그림 2와 같이 세  가지 모듈로 나뉘어져 있다.

Fig. 2 S/W & H/W system configuration

항해통신 장비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NMEA 

0183/2000) 및 다양한 시리얼통신 지원 인터페이스 지

원하고, 기존의 하드웨어 의존도를 탈피하여 소프트웨

어를 통한 인터페이스 연계를 위해 Software-Defined 

Networking(SDN) 알고리즘 개념을 적용한다. SDN의 

개념은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등을 이용하고 하드웨어 

수정 없이 모듈화된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하나의 시

스템이 다수의 통신 규격을 통합 수용하는 접속 기반 

기술을 의미한다[11]. 

SDN의 알고리즘은 NMEA0183/2000, CAN(Controller 

Area Network), Ethernet 등 다양한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는 파

서(parser)를 개발하여 텍스트파일(txt)로 변환 후 인터

페이스에 맞는 소켓(socket)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응

용 소프트웨어(GUI)에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

하여 표현하게 한다. 그림 3은 SDN 기반 파서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Fig. 3 Software-defined networking based parser 

2.2. 임베디드 기반 중소형 선박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

템 설계

임베디드 기반의 하드웨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ARM11기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적용으로 임베디드 

윈도우를 적용했으며, 10.4인치 TFT 터치 LCD를 적용

하였다. 또한, 기존의 장비(GPS Plotter 등)들이 GPS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여 GLONA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 항법 장치와 동시에 

사용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GLONASS 모듈

의 장점은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GPS보다 

좋은 위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물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2].

Fig. 4 Block diagram for boar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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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이 설계된 외부 인터페이스 포트로서는 

미니 USB 2포트, 시리얼 통신 2포트(RS-232/485), 외부 

데이터 저장 SD 카드 2포트, USB 4포트 등을 지원하도

록 하였다. 또한 향후 기능 확장을 위해 Combiner를 이

용하여 좀 더 다양한 해양지원 장비들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해도와 운항정보를 2D, 3D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외부 모니터 인터페이스를 지

원하여 좀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

공한다.

기존의 해양레저용 항해 통신 장비의 경우 장비간의 

인터페이스 지원을 위해 NMEA0183, NMEA2000 및 

시리얼 통신 등을 사용하는데, 개발한 시스템은 외부 

항해통신 장비들(AIS, GPS 등) 및 센서들과의 인터페

이스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인터페이스 포트를 설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인 

센서(GPS, 온도센서, 자이로센서, 가속도계) 및 통신 모

듈(WiFi)은 시스템 내부에 장착하고 메인 MCU와의 통

신을 통해 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부 및 외부 디스플레

이 장치에 전달한다. 또한, MCU의 외부 I/O 통신 포트

(USB, SDIO, UART 등)를 통해서 외부와의 인터페이

스를 지원해주는 I/O 인터페이스 모듈을 그림 5와 같이 

설계하였다.

Fig. 5 MCU & external interface circuit diagram

Ⅲ. 중소형 선박용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및 평가

3.1. 중소형 선박용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

도를 보면 그림 6과 같이 듀얼코어 프로세서 및 DDR3 

메모리를 적용하여 임베디드 윈도우의 원활한 운용 지

원을 보장하였고, GPS 안테나를 통해 자체 GPS 수신 

기능 수행 및 독립적인 위치정보를 수집 가능하도록 구

성했다. 

Fig. 6 Configuration of hardware system

SD카드를 지원하여 향후 전자해도 데이터 업데이트

를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확보하였고, 정전식 터

치 패널을 적용하여 별도의 입력장치 없어도 사용자 조

작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자동항법(autopilot) 또

는 자이로컴파스, AIS로부터 실시간 항해 정보 취득을 

위해 NMEA0183, NMEA2000 인터페이스 포트를 구성

하였다. 그림 7은 제작된 중소형 선박용 항해 성능 모니

터링 하드웨어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9는 구현

된 사용자 편의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자 화면

을 캡처한 것이다.

  

Fig. 7 Front view & end view of embedd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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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현은 항

해정보, 운항정보, VDR, 부가서비스 및 환경설정 화면  

으로 5가지의 GUI 운영 체제로 구성하여 사용자 편의

를 고려하였다. 그림 8(a)는 항해 성능 모니터링 및 네비

게이션 정보 선택창으로 항해정보, 운항정보 및 VDR 

등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터치방식을 채용

하여 빠른 선택 및 실행이 가능하다.

그림 8(b)는 맵데이터와 GPS 데이터를 매칭시켜 현

재 진행방향 및 항적을 디스플레이하고, 항적을 저장하

고 저장된 항적을 불러와 지도에 매핑시켜 표시한다. 

또한 운항정보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여 현재 위치 확

인이 가능하다. 그림 8(c)는 가속도계에서 들어오는 신

호를 분석하여 속도를 표시하고, 유량센서 및 수량센서

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연료량 및 수량을 표시

하며, 자이로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방위

각 및 피치(pitch),롤(roll) 수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

하였다. 그림 8(d)는 각종 센서에서 입력되어 저장된 정

보를 일자/시간별로 확인 할 수 있고, 센싱 자료는 텍스

트, 영상데이터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기능을 추가하였다.

3.2. 중소형 선박용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

그림 9는 중소형 선박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SDN 기반 파서를 DGPS에 적용하여 

실험한 사례이다. DGPS 포트를 COM5로 지정하여 비

트와 흐름제어를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신

되는 DGP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Fig. 9 DGPS data loading test with a parser

   

(a)                                                      (b)

   

(c)                                                      (d)

Fig. 8 GUI of voyage performance monitoring (a) Initiation view (b) ENC support voyage information view (c) Ship 
service information view (d) VD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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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0 KOLAS regulation based extreme condition test 
(a) High temperature (70℃) test result (b) High humidity 
(90%) test result (c) Heat impact test result

아울러 개발한 시스템의 평가를 위한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규정에 근거한 작동

온도, 습도, 열충격 테스트를 진행하여 하드웨어 성능

에 대한 이상 없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10은 개발된 시스템의 내환경 시험에 대한 결과

로써 그림 10(a)는 고온(70℃) 테스트 결과를, 그림 

10(b)는 습도(90%) 테스트 결과를, 그림 10(c)는 고온 

(60℃)과 저온 (-10℃)의 열충격을 가했을 때 시스템 거

동을 그래프로 표현하였고 정상범위에서 거동함을 확

인하였다. 그 외 저온 (-20℃) 내환경 테스트 또한 기준

치를 만족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전자해도 지원 중소

형선박 항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

다.  주요 특징으로 선박  항해를 위한 국제표준 및 규정

준수, 중소형 선박용 VDR 기능 지원, 전자해도 기반 사

용자 편의 지원, 선박 내부 타 시스템과의 연동, 저전력 

구조 및 조작 편의성의 다섯 가지 차별화된 기능을 제

공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GPS, 자이로 등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로딩되는지 검증하였고,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KOLAS 기반 내환경 테스트를 통해 검

증 하였다. 

향후 IAS(Integrated Automation System)과 같이 항

행장비 통합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와

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집적할 계획이고, 현재 2차

원 맵 데이터에서 3차원 멥 데이터를 적용하여 기존 해

상 항해장비와 달리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함으로써 조

기에 선박간의 충돌사고 예방 및 선박 사고로 인한 인

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을 적용함과 동시에 국제선박 장비 환

경규격 IEC60945를 적용한 임베디드 하드웨어를 제작

함과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갖춤으로 인해 국내외 해양

레저 기자재 산업의 산업규모 확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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