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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해상기구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을 통해 국제항해 선박에 대하여 AIS와 VHF를 의무화하고, 국내 또한 선
박안전법과 선박설비기술기준을 통해 특정 선박에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통신장비 및 복잡한 사용법으로 
인해 오동작이 발생하고 실제 구조신호에 대한 응답지연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 
해상통신장치는 국제해상안전조난시스템 현대화의 일환으로 차세대 해상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러 종류의 해
상통신시스템을 연동 및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S와 VHF의 연동 및 통합을 통한 
DSC 기능을 구현하는 기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AIS에서 선박의 정보를 추출하고 VHF의 DSC 기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연동 알고리즘을 통해 향 후 국내기술기준 및 표준화를 달성하기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MO has made AIS and VHF mandatory for international sailing vessels through SOLAS, and korea if mandating 
specific vessels through the law for safety of vessels and the ship installation technology standards. However, due to 
various  communication equipments and complicated usage method, malfunction occurs, and the response delay to the 
actual structure signal often causes human accidents. So recently, as a part of GMDSS modernization, maritime 
communication devices are attempting to interwork and integrate different types of marine communication system in 
order to construct a next generation maritime communication system. In this paper, we describe a technique to 
implement the DSC function by interlocking and integrating the AIS device and VHF. We will present the basis for 
achieving domestic technical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through the linking algorithm of the data that can extract 
the ship information from AIS and utilize it the DSC function of V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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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해상통신장치는 국제해상안전조난시스템

(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현대화(e-Navigation 등)의 일환으로 차세대 해

상통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 기종 장비간의 연동 및 

통합에 관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표

적인 것이 해상이동업무용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와 초단파무선전화

(VHF : Very High Frequency Radio Telephone)이다. 이 

두 장치는 156~163MHz의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

함에 따라 하나의 안테나를 공유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NMEA(National 

Maritime Electronic Association)에서 지정한 메시지 프

로토콜의 형식이 동일하고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공

유할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연동이 가능하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선박간의 정적정보(선박이름, 

MMSI번호, 호출부호, 선박제원 등)와 동적정보(위치, 

속도, 방향 등)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이루

어진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악천후에서도 주변 선

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충돌 회피와 같은 위험 감

지 및 각종 운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1]. 그리고 초단

파무선전화는 디지털선택호출(DSC : Digital Selective 

Calling) 기능을 탑재하여 선박간의 아날로그 음성과 디

지털 데이터를 양방향 통신할 수 있는 송수신 시스템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난통신 및 개별통신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선택호출 기능은 통신을 하고자 하

는 대상선박의 정보가 사전에 없는 경우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한 위치요청 호출(Position Request Calling) 절차

로 인하여 장비조작의 어려움과 호출 및 응답 등에 대

하여 비교적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각의 독립적인 두 장비를 하나의 새로운 장비로 통합하

기 위한 과정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로 부터 수신되는 

VDM 메시지에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변 선박의 

각종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초단파무선전

화의 디지털선택호출 기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

로토콜의 연동 알고리즘을 통해 빠른 주변 선박의 정보 

획득과 효과적인 해상 통신 방법을 제시하여 향 후 국

내 기술기준 또는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

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2.1.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주변 선박의 위치 및 항해 정보

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부와 자선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송신부로 구분되며 여러 선박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도록 시분할 다원접속 방식(TDMA :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을 통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IUT-R M.1371에서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다. 송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상용 VHF대역의 RF송수신 

회로와 전용 프로세서(CMX910)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신호처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CMX910은 

호스트(Host uC) 제어, 즉 프로토콜 처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처리 및 형식지정, 타이밍, 분배 및 제어 기능과 

주파수를 12.5kHz 및 25kHz모드로 선택할 수 있게 하

고, 선박자동식별장치의 데이터 패킷 전체에 대한 원시

데이터 변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3,4]. 

Fig. 1 AIS Hardware Design

그림 1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Class A 와 Class B 타

입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전용 프로세서(CMX885)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디지털선택호출의 동작 구

성을 위한 두 개의 병렬 수신기를 내장하고 있고 하나

의 수신기는 반이중(Half-duplex) 방식으로 데이터 버

퍼를 사용하여 호스트에서 처리하는 양을 감소시켜 속

도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세서를 사

용하여 하드웨어 설계를 단순화 할 수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사

용되는 전용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초단파무선전화의 

프로세서와 연동할 수 있도록 호스트(Micro Controller) 

연결 구조를 설계하고 수신되는 VDM 메시지를 통해 

조난통신 및 개별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

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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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박자동식별장치 메시지 분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정보(정적정보, 동적정보)는 

VDM(UAIS VHF Data-Link Message) 메시지 패킷으

로 구성되며 NMEA-0183 포맷 형식을 사용한다.

Fig. 2 VDM Message Packet of NMEA0183

VDM 메시지는 그림 2과 같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변수는 메시지 에 사용된 총 

문장의 수(최소값 1, 최대값 9)를 나타내고, 두 번째 변

수는 총 문장의 수에서 순서를 식별하기 위한 값(최소

값 1, 최대값 9)을 나타내며, 해당 영역은 최소값이 1이

며, 0이나 NULL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변수는 순차적

으로 새로운 다중 문장이 할당될 때 즉, 문장의 라인 수

가 여러 줄일 때 하나의 라인 마다 0에서 9까지(9이후 

다시 0으로 설정)의 메시지 식별부호를 부여한다. 네 번

째 변수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채널로서, A 또는 B로 

표시된다. 해당 영역은 패킷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NULL으로 표시되는데  VHF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

본채널 A(2087)는 주파수 161.975MHz를 나타내며, 기

본채널 B(2088)는 주파수 162.025MHz를 나타낸다. 선

박자동식별장치의 송신기는 두 개의 병렬 채널 상에서 

운용되며 두 개의 분리된 TDMA 수신기는 두 개의 독

립적인 주파수 채널 상에서 동시에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TDMA 

송신기는 두 개의 독립적인 주파수 채널을 번갈아 사용

하여 정보를 전송하게 되므로 해당 영역에는 A와 B의 

쿼리(Query) 문장이 삽입된다. 메시지 영역의 다섯 번

째 변수는 ITU-R M.1371에서 규정하는 선박자동식별

장치의 메시지 영역이다. 메시지는 최대 63개의 유효문

자를 지원하고 단일 문장을 사용하는 메시지의 경우 64

개의 유효문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채우

기 비트(Fill-Bit)로서 6bit 체계의 선박자동식별장치 메

시지 포맷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코드를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영역은 필수영역이며 메시지 영역의 

이진수 비트가 6의 배수가 되지 않을 때 채워 넣어야 하

며 NULL이 될 수 없다[5].  

Table. 1 Modified packet bit structure for AIS message

표 1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전체 bits 구성에 대한 설

명을 나타낸다. 표 1에서는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단일 

슬롯 메시지의 경우 168bits가 할당된다는 것을 설명하

고 있다. 데이터 영역의 경우 그림 2의 세 번째 변수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문장의 라

인이 하나인 경우 단일 슬롯, 라인이 여러 개인 경우 멀

티 슬롯으로 구분하는데 메시지의 분석 과정은 동일하

므로 본 논문에서는 단일 슬롯 데이터를 통해 VDM 메

시지의 정보 추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4].

2.3. 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 추출 방법

선박자동식별장치의 VDM 메시지는 16진수 패킷 단

위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신되는 메시지는 원시 데이

터 변환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Fig. 3 6Bit Binary Extraction form AIS Message 

원시데이터 변환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수신된 정보

의 ASCII 코드(16진수)로 이루어진 메시지 영역에서 

6bits 단위 2진수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다. 예를 들어 1Byte의 ASCII 코드를 10진수로 변환한 

값에 48을 뺀 값을 2진수 변환에 사용하는데, 뺀 값이 

40보다 크면 8을 추가적으로 빼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

를 통해 얻어진 10진수 값을 최종적으로 BCD 코드를 

이용한 6bits 단위 2진수로 변환한다. 변환된 전체 2진

수는 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 선박의 항해정보를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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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원시데이터 변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2진

수 코드의 크기가 위의 표 1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168bits 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영역의 2진수 

코드는 처음 6bits를 이용해 메시지의 종류(Message 

Type)를 알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비트 수가 할당되어 있다. 그림 4의 표현된 데이터는  

메시지의 1 번에 해당하고 나머지 162bits를  미리 정해

진 길이로 각각을 나누면 선박의 고유식별번호(MMSI), 

선박의 항해상태(Navigation Status) 및 선박의 위치

(Longitude, Latitude) 등과 같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6].

Fig. 4 Data Parsing

2.4. 초단파무선전화 기술

일반적인 초단파무선전화는 음성 대역처리, 필터링, 

프리엠파시스, 디엠파시스 및 주파수 반전 스크램블링

(Frequency inversion scrambling) 기능을 포함하고 

1200bps의 디지털선택호출의 모뎀 기능을 통해 프로토

콜을 지원한다. 여기서 CMX910과 CMX885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호스트(Host uC) 프로세서를 추가 삽입

하여 각 모뎀을 통한 메시지 수집과 데이터 조합을 위

한 알고리즘 즉,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송신용 포맷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디지털선택호출 

VHF대역의 채널 70(156.025MHz)을 이용하여 데이터

를 일괄 전송한다[7]. 

그림 5는 해상용 초단파무선전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반 이중 통신 방식과 오디오 및 신호 데이터를 처

리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CMX885)의 구성도이다. 

Fig. 5 Marine VHF Baseband Processor 

디지털선택호출의 메시지 처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데이터 변환 및 분석 과정을 통

해 선박 정보를 추출하고 각각의 정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항목별로 변수형태로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

터는 Serial Interface 기능을 통해 통합 모니터링 소프트

웨어와 호환되어 사용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사용자는 통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변

선박의 정보리스트를 통해 식별부호 및 선박위치, 선박 

항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7].

본 논문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선박자동식

별장치의 CMX910와 초단파무선전화의 CMX885를 제

어하기 위한 호스트 프로세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초단파무선전화의 음성통신과 같은 기본적 

기능은 유지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수신 메시지 처

리를 이용하여 주변 선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정과 조난통신 및 개별통신을 

위한 빠른 메시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2.5. 디지털선택호출 메시지 분석

디지털선택호출 메시지는 ITU-R M.493에서 정의하

고 NMEA-0183의 포맷 형식을 따른다. 그림 6은 디지

털선택호출 메시지 프로토콜 형식으로 구성에 대하여 

11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4,8].  

Fig. 6 Marine VHF Baseband Processor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12 : 2232~2240 Dec. 2017

2236

해당 프로토콜의 조합은 조난호출(Distress Call : 

112), 모든 선박호출(All Ships Call : 116), 선택호출

(Selective Call)로 구분하고, 선택호출은 개별선박

(Individual Station : 120), 특정 지역의 선박(Ships in a 

Particular Geographic Area : 102), 공통 관심사를 가진 

선박(Ships Having a Common Interest : 114)으로 구분

된다. 또한 디지털선택호출의 기능에는 응답을 하지 않

더라도 자동으로 연결되어 상대방 정보를 교환할 수 있

도록 하는 폴링 기능이 있다. 현재 국내 특정기관에 의

해서 폴링 기능이 선박의 위치정보 획득에 이용되고 있

으나 이는 선박과 해안국의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며 빠

른 응답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박에서는 사

용이 용이하지 않다[8].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안전한 선박

운항과 빠른 선박의 지정, 대상 선박의 정보 획득과  정

보 공유를 위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정보를 통해 개

별호출(Individual Call)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일반

적인 디지털선택호출 기능을 탑재한 초단파무선전화 

장치에서는  개별호출 기능을 위해서 상대국의 MMSI

를 수동으로 입력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

리 상대국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MMSI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채널 16의 음성통신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수

신 메시지로부터 획득한 주변 선박의 정보 중에서 원하

는 상대국의 정보를 선택하여 자동입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선박 위치정

보와 운항정보를 실시간 획득함으로써 자선에서 가장 

근접한 위험 선박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선택호출의 개별호출을 통해 대상 선박과의 항

해 의도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선박의 충돌 방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은 디지털선택호출 메시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7 Individual Message Creation Process 

디지털선택호출 메시지의 ADDRESS 위치는 모든 

선박을 지정하는 경우 “0”으로 채워지게 된다. 하지만 

개별선박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MMSI가 포함되

어야 한다. 하드웨어의 메인프로세서는 선박자동식별

장치로부터 획득한 주변선박의 MMSI 및 위치정보를 

취합하여 사용자에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리스트

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보다 쉽고 빠르게 상대국을 지정 

및 호출 할 수 있다.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통합 하드웨어 구현

그림 8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연동한 초단파무선전

화의 RF 회로를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구현할 수 있도

록 하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Fig. 8 Integration(AIS+VHF) Hardware Block Diagram

Micro Controller는 모뎀 제어 명령어 처리와 메시지 

변환 및 분석 알고리즘이 포함되며 선박자동식별장치

의 CMX910과 초단파무선전화의 CMX885을 위한 송

수신 신호의 흐름을 TR-Switch를 통해서 제어 한다. 이

는 초단파무선전화의 디지털선택호출 메시지를 전송하

고자 할 때와 음성 송수신 중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송수

신기능과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택적인 제

어가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는 같은 주

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안테나 및 출력부 등을 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각 모뎀의 구동에 필요한 회로만 최

소화 하여 포함하였다. 그리고 GPS를 내장하여 자선의 

위치를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그림 9는 그림 8에서 설계한 RF 제어 회로를 포함하

여 전원부, 제어부, 통신부, I/O부, ADC부를 이용한 통

합 하드웨어를 구현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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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자동식별장치의 RF 회로와 초단파무선전화의 

RF 회로를 연동하는 메인보드를 구성하기 위하여 하나

의 보드에 모두 집약한 형태로 제작하였고 회로에 대한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특성을 고려한 다

층기판 설계를 통해 안정성을 갖도록 하였다.

Fig. 9 Integrated Hardware

3.2. 통합 메시지 처리 알고리즘

그림 10은 통합 하드웨어의 Micro Controller에서 선

박자동식별장치의 수신 메시지를 연동하여 초단파무선

전화의 디지털선택호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

웨어의 메시지 처리 흐름을 나타낸다. 

Fig. 10 Message process flowchart

수신되는 메시지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VDM 메시

지와 초단파무선전화의 디지털선택호출 메시지를 구

분하여 VDM 메시지인 경우 메시지 처리 및 분석과정

을 통해 정보들을 각각의 변수에 넣어 실시간 저장한

다. 이후 디지털선택호출 메시지 작성 시 저장된 변수

를 이용하여 손쉽게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에러 체크과정을 통해 메시지 작성이 규정에 맞도

록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출력신호로 보낼 수 있도록 

처리된다. 

3.3. 통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제작된 통합 하드웨어는 선박용으로 제작되어 독립

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을 목적으로 육상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전자해도 기반 통합 모니터링 소

프트웨어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개발되는 

해상용 장비에는 필수 항목이다. 이 는 장비의 운용이 

선박에서 이루어지지만 선박에 대한 항해정보는 육상

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능 및 기

능 시험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선박자동

식별장치의 수신 메시지의 분석내용과 초단파무선전화

의 디지털선택호출 기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Fig. 11 Integrated Monitoring Software

그림 11은 PC에서 구동되는 전자해도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이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Serial Interface를 

통해 통합 하드웨어와 1:1로 연결되고 선박자동식별장

치의 수신정보와 디지털선택호출에 사용되는 메시지 

조합 구성 항목에 대하여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으며 주변 선박의 실시간 정보 확인 및 초단파무선

전화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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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험 및 결과

4.1. 시험 환경 

그림 12와 같이 선박자동식별장치와 초단파무선전

화의 통합 하드웨어는  PC에 설치된 전자해도 기반 통

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Serial Interface를 통해 1:1

로 연결되어 VDM 메시지 수신에 대한 모니터링과 디

지털선택호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 

하드웨어는 GPS를 내장하여 자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고 자선을 중심으로 자동식별장치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2 VHF test for AIS interlocking

4.2. 디지털선택호출 메시지 송신 시험

수신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데이터는 자선을 기

준으로 접근해오는 선박에 대하여 충돌 경고를 표시하

고 초단파무선전화의 디지털선택호출의 송신을 위한 

대상선박의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통합 하드웨어의 Distress 버튼을 3초가 누르는 동작만

으로 대상선박으로 경고 메시지와 보조음성채널을 지

정하여 전송할 수 있게 된다. 

Fig. 13 Individual Call of DSC message

그림 13에서는 초단파무선전화의 Distress 버튼을 누

를 시 개별호출(Individual Call)에 대한 정보가 즉시 나

타나고 DSC 전송을 위한 메시지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대상 선박과 음성통신을 위해 채널 72

를 포함하여 대상 선박에 전달되며 상호 음성통신을 통

해 충돌을 피할 수 있다. 

4.3. 통합 모니터링의 메시지 수신 시험

Fig. 14 AIS Monitoring

통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통합 하드웨어에서 전

송되는 VDM 메시지의 분석 데이터 이용해 선박 수신 

리스트를 보여준다. 그림 14는 자선의 주변 선박들의 

선박이름, 콜사인, 항해상태, MMSI, AIS타입, 속도 등

의 정보를 표시한 것이다.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선박

에 대하여 충돌 경고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 VHF test for AIS interlocking

그림 15는 그림 14의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수신 메시

지를 확대한 것이다. 그림 15에서 "THE KWANG HO"

라고 하는 선박이 6.1노트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수신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 결과 통합 하드

웨어는 자동 인식한 인근 선박의 정보를 이용하여 디지

털선택호출 신호를 전송하고 통합 모니터링 소프트웨

어서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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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은 이 기종의 장비를 하드웨어적으로 통합하

는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으로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Serial Interface 기능을 통해 PC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디지털선택호출은 조난경보 및 안전호출을 위해 중

파, 단파 및 초단파를 이용한 해상이동업무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초단파 디

지털선택호출 장치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이러한 

장치에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신호원으로

부터 시간을 포함하는 유효한 위치정보를 수용하여 조

난통신 및 개별통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국제

해사기구와 국내 선박안전법 그리고 선박설비기술기준

을 통해 5톤 이상의 어선을 포함한 선박에 탑재가 요구

되고 있다. 

어선에 관련된 국내 일부 기관에서는 초단파 디지털

선택호출 장치를 활용해 선박의 정기적인 위치보고를 

받고 이를 통해 조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

나 선박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충

돌 예측 및 주변선박의 시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선박 자동식별 

장치 기능을 통합하여 자선을 중심으로 주변에 운항하

는 선박의 실시간 정보를 수신하며 이를 통해 자선의 

안전 항해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초단파 디지털선택호출 장

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미 대다수의 선박에 보급되

어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선과 

선택된 대상 선박과의 직접호출 기능을 개발하여 선박

의 안전운항을 제고하고 선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본 논문에서 설명한 선박자동식별장치와 초단파무

선전화의 통합 하드웨어와 통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는 기존의 모든 선박자동식별장치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으며 통합 설계된 하드웨어를 통해 초단파무선전

화의 음성전달 기능과 디지털선택호출 명령 수행할 수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의한 정보를 획득한 초단파

무선전화는 전자해도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거나 하드웨어의 자체 기능을 통해 주변 선

박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급

사항 빠르게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전달 할 수 있어 선

박 안전항해에 효과적이다. 또한 사용된 프로토콜은 국

제표준에 의해 구현되어 있으므로 기존 장비와 호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능을 역설하여 초단파무선전화의 

디지털선택호출의 기능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

로 선박자동식별장치의 메시지에 연동하는 기법 또한 

연구 중이며 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빠른 위험전달

과 수색 및 탐색을 위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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