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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선박 사고 등으로 인하여 매년 해상 인명 조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치명적 

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색 및 구조 작업에 활용되는 장비는 대부분 선박의 위치를 발

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명 구조를 위한 대표적인 장비인 MOB는 AIS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선박 관제 

프로세스에서의 간섭 문제와 적합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널리 구축되어 있는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통

해 해상 수색 구조를 지원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조난자 발생에 대한 알람과 조난 위치 

정보 등을 일정한 구역 내 구조 가능자 혹은 선박 운항자에게 전송하여 구조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ABSTRACT

Distress accidents occur annually by and failure of sea rescue and time delay lead to fatal accident. In the event of 
maritime distress, most of the equipments used for search and rescue are in responsible for the position of ships. An 
MOB equipment is a representative equipment for lifesaving and uses AIS communication method. However, the 
MOB equipment has problems of interference with existing vessel traffic process and it is difficult to apply because 
there is no proper certification standar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maritime search and rescue supporting system 
using smartphone. Utilizing the widely constructed IT infrastructure, it collects position information of the fishing boat 
and leisure ship using GPS embedded in the smartphone. Also the developed system supports to participate in the 
rescue by send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occurrence of the survivor in a certain area to the ship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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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연간 1천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상 조난사고가 1만건 이상 발생하

고 있다. 해상 조난자 중 대부분은 구조가 되고 있지만 

일부는 구조실패 및 시간지연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만 1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1]. 해상에서 조난자가 발생한 경우 환경의 

특성상 수색 및 구조에 육지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되며 시간 내에 구조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공유 및 구조 프로세스

가 필요하다. 또한, 해상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조류 및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 조난자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특

히 야간에는 탐조등을 활용하더라도 식별거리가 수백

미터로 짧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구조율이 낮고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는다[2].

해상 조난 상황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위해 국

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는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 safety system)를 도입하여 조난사고 시 수색

구조 기관이나 인근 타 선박과 조난통신을 할 수 있도

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수색 및 구조 지원 장

비들을 도입하여 조난을 대비한 인명안전 통신이 강화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DSC(digital selective calling)가 

있는데, 이는 해상 이동업무용으로 사용되는 VHF, MF, 

HF 등의 무선설비에 부가되는 장치로 호출 종별에 따

라 일정한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처리된 신호 포맷을 

사용하는 통신수단을 의미한다[3].

최근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탑재가 의무화되어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기

본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IS는 두 개의 채널만

이 사용되고 있어 AIS 응용 설비가 도입될수록 주파수 

부족현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IMO와 같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

에서는 여러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널리 구축되어 있

는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수색 및 구조 작업에 활용하여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

안하며,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후 

테스트를 수행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조난자 수색 및 구조 현황과 시

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3장에서는 시스

템의 설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4장에서는 시스

템을 구현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며, 

5장에서 본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결론에 대하여 기술하

며 마친다.

Ⅱ. 관련 연구

2.1. 해양/조난 사고 발생 및 수색 및 구조 현황

해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인적/경제적/환

경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양사고 

발생의 예방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

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난 선박 및 인

명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2].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천건 이상의 

선박 관련 해양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의 조난

사고는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난사고

의 발생시 대부분은 구조되고 있지만 일부는 시간지연 

등으로 인해 구조를 실패하여 사망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1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

였다[1]. 해양 조난사고의 경우, 조류 및 해류 등 환경적

인 요인으로 인하여 조난자의 위치파악이 어렵기 때문

에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어렵

다. 특히, 야간에는 탐조등을 활용하더라도 조난자의 

식별 가능 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색 및 구조 작

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4]. 이러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체온증 및 쇼크 

발생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효

율적인 정보공유 등 신속한 수색 및 구조 지원을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2. 해양사고 예방 및 수색 및 구조에 대한 제도 현황

해양사고 예방과 수색 및 구조에 관한 제도의 마련은 

국제 해운, 여객 등의 특성상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범세계적 요구에 의

해 해양사고에 대한 각국의 연안 해역의 수색 및 구조 

지원에 대한 책임 분담 취지의 국제 업무 협약인 

SAR(search and rescue) 협약이 1979년 IMO에 의해 채

택되었다. 우리나라도 1995년 SAR 협약에 가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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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색 구조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였다[5]. 또한, 정부는 세계 해

상인명 안전협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 및 선박

안전법에 의한 각종 항해안전장비를 선박의 톤수 및 항

해구역에 따라 의무 탑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안전에 필요한 항행정보 및 경보

를 제공하는 DSC, NAVTEX(navigation telex) 등 세계 

해상조난 안전제도장비와 전자해도표시장치(ECDIS,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이 포함된다.

2.3. 수색 및 구조 지원 장비 현황

대표적인 수색 및 구조 지원 장비로는 선박 조난시 

작동되어 수색/구조용 위성(COSPAS-SARSAT)을 통

해 육상으로 조난신호를 발신하는 비상용 위치표시 무

선장치(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가 있다[6]. 또한, 조난신호를 9GHz 레이더 주

파수 대역(X-band)으로 송신하고, 부근을 항해하는 선

박이 이를 수신하면, 응답으로 선박의 접근 정보를 

발신하는 수색구조용 트랜스폰더(SART, 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가 있다[7]. 인명의 수색 및 구

조를 위한 장비로는 선박의 동요나 해양사고로 인하여 

선원의 추락 시 사용되는 해상 선원위치 발신장치

(MOB, man over board)가 대표적이다. MOB는 구명동

의 등에 장착된 소형화/경량화된 전자장치를 통해 조난

신호와 위치정보를 AIS 통신규격으로 송신하여 수색 

및 구조를 지원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MOB는 AIS 통

신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선박 통항량이 많은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기존의 선박 관제 프로세스에 간섭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MOB는 정합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탑재 의무화가 시행되어 있지 않

다[8]. 따라서 현재 국내의 수색 및 구조 과정은 항해사 

및 견시자의 시각 및 청각에 의존하는 고전적/수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각화된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신속한 수색 및 구조 지원을 위해 보편적인 IT장치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스

마트폰의 보급률은 88%로 세계 1위 수준이며, 최근 출

시되는 스마트폰은 IP67 혹은 IP68의 높은 방진방수 등

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시스템 설계

3.1.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현황

현재 해양안전사고 예방, 구난 활동 지원을 위해 서

비스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림 1과 같이 해양수산

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海”가 있

다. 이는 지리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된 어플리케이

션으로 해양 안전 지도와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해상 위

험물에 대한 표시기능과 해수욕장 위치에 대한 실시간 

해양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저

장된 연락처와 연동하여 자신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과 

긴급 음성 통화 기능을 통한 구조 요청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연근해를 항

해중이거나 레저 활동 중인 해상 활동자의 수색 및 구

조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Fig. 1 Safety maritime application (providing by MOF)

3.2. 제안 시스템 개념

본 논문에서 다루는  구조 지원 어플리케이션의 주된 

목적은 관제나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작은 규모의 연안 

항해 선박이나 어선, 레저선박이나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을 경우, 특별한 장치 없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조 요청을 위해 널

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폰을 활용하고, 그림 2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다. 스마트폰 

내장 GPS를 통하여 구조 요청 위치(위도/경도)를 관리 

서버로 송신하고, 관리 서버는 이를 수신하여 어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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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 구조 알람을 전

송한다. 그 후, 어선 및 레저선박의 운용자 등은 소지하

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구조 알람을 수신하여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시스

템의 운용 개념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a)                         (b)

Fig. 2 The coverage of mobile communication (a) SKT 
(b) KT

Fig. 3 Conceptual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3.3. 해상 수색 구조 지원 시스템 설계

제안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해상 수색 구조 지원 시

스템은 크게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정

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구조 정보 관리서버로 구성된다. 

먼저 해상 수색 구조 지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스마트폰의 GPS와 연계한 위치정보 처리 모듈과 스마

트폰에 전자해도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전자해도(ENC,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표시 모듈, 조난자 발생 및 

구조 요청에 대한 메시지 생성 모듈, 조난자 위치와 조

난메시지 정보를 구조 정보 관리서버에 전송하는 송신 

모듈로 구성되며 이를 그림 4에 도식화하였다.

Fig. 4 A block diagram of the smartphone app.

해상 수색 구조 정보 관리 서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으로부터 구조 요청 및 위치 정보를 수신 모듈, 수

신한 메시지를 처리하는 모듈, 구조 알람 및  구조 요청

이 발생한 위치정보 등에 관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모듈,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구조 요청 알람 및 

위치 정보를 송신하는 모듈로 구성되며, 이를 그림 5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기존에 수행하였던 연구

[9]에서 구축한 시스템의 AIS 데이터베이스 서버와도 

연계하기 위한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Fig. 5 A block diagram of the rescue information 
management server

Ⅳ.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4.1.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다루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해상 수색 구

조 지원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위해서 운영체제는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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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Pro 64-bit, 개발도구는 Android Studio 

2.2.3, 개발언어는 Java를 사용하였으며, 독자 개발한 

전자해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전자해도를 표현하였

다. 또한, 서버 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운영체제

는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64-bit, 개발 도구

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13, 개발언어는 .Net 

Framework 4.5 기반 C#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발 환

경을 기반으로 설계한 해상 수색 구조 지원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PROTEC사의 AIS 리시버를 활용하여 

AIS 메시지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4.2. 구현 및 테스트

개발한 해상 수색 구조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

면 그림 6과 같이 전자해도 상에 현재의 위치를 빨간색 

화살표 형태로 표시된다. 화면의 왼쪽에 구조 요청을 

위한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아이콘을 3회 연속 

터치 시 조난 신호 전송 여부를 선택하는 팝업 형태의 

메시지 박스가 출력된다. 이때, 3회 연속 터치는 레저 

활동이나 스마트폰 사용 중에 의도치 않게 터치가 이루

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메시

지 박스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구조 요청 메시지가 서

버로 전송되고, 현재 위치에 초록색 마커 형태로 구조 

요청 지점이 표시된다. 또한, 서버는 구조 요청 메시지

를 수신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알

람 및 구조 요청 지점을 송신한다. 서버 측 운용 프로그

램은 그림 7과 같으며, 어플리케이션-서버 연결 관리, 

위치 및 구조 요청 관련 데이터 송수신 및 처리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Fig. 6 Application side operations (request a rescue)

Fig. 7 Server side operations (rescue information manage- 
ment and broadcast alarm message)

추가적으로 그림 8과 같이 본 논문에서 개발한 어플

리케이션과 기존에 수행하였던 연구[9]와의 연계 및 향

후 연구를 위하여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AIS 메시

지 기반의 선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

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전자해도 상에 표시되

어있는 선박을 터치하면, 해당 선박의 MMSI, 속력, 침

로를 출력해준다. 나아가 해상 교통관제를 통한 해양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Fig. 8 Real-time remote ship monitor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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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해상 수색 구조 지

원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서 선박용 혹은 선원용 수색 구조 지원 관련 협약  및 관

련 장비를 분석하였고, 널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폰

을 기반으로 해상 수색 구조 지원을 위한 방법을 제안

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검

증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레저 활동 등에 있어 별도의 

안전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휴대하고 

있으면 구조 요청을 하고 이를 전파하여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

개발한 해상 수색 구조 지원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양 레저 활

동 중 조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조난자나 사고 발견

자가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면, 

관제소 및 근처의 선박에게 사고 알람 및 조난자의 위

치를 표시해줌으로서 신속 효율적인 구조 작업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의 관련 장비

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수색 구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사고 발생 및 구조 요청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이 보다 다양해지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에 도

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수색 및 구조 활동 체계에 

제안한 시스템의 개념을 반영한 통합 수색 및 구조 활

동 체계의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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