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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폐어구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해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

리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어구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들은 소유주

의 선택에 의해 사용하던 실정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국가적인 관제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어구

에 자동식별 부이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어구의 위치 및 상태정보를 어선, 관리 선박, 육상 관제센터 

등으로 전송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소개하며, 특히 통합 관제 시스템의 개발 및 

기능·성능 검증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개발하는 시스템은 효율적인 어구 관제를 위하여 전자해도를 기

반으로 어구 위치, 상태정보, 유실알람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가상 어구 자동식별 부이 생성 모듈을 개

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시스템의 처리 및 시각화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ABSTRACT 

Recently, the maritime environment contaminated by the abandoned fishing gears. To solve this problem, there requires 
systematic management techniques for the fishing gears based on ICT technologies. The existed systems are optionally 
used by owners, but the systems need to adopt the monitoring and control architecture for integrated national surveillance. 
To do this, we designed an architecture for effective monitoring and management which collects position and state 
information using automatic identification buoy (AIB) device, to send the fishing ship, administrator ship, and shore side 
control center based on the IoT networks. Especially,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ENC-based integrated control 
system for efficient management which provides functions for position indication, state information display and loss alarm 
of fishing gears. Also, we conduct performance tests for data processing and visualization functions of the system to use 
a virtual buoy genera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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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초과 사용 및 유실, 불
법 유기 등으로 인해 심각한 해양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촉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구에 소유주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어구실명제’
를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하지만, 이는 

소유주의 정보를 인쇄하여 깃발 등의 형태로 어구에 부

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유실되

기가 쉽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어구에 소유주의 정보를 기록

한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법[2], 무선 위치 송신기

(transponder)를 활용하여 어구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구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3-9]이 

개발된 바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자태그가 부착된 위

치 부근에 리더(reader) 장치를 근접하여야만 내장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후 소유주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제약이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최대 10해리

의 거리에서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나, 어선에 별도의 무

선 수신기를 장착해야 하며, 개개인이 선택적으로 도입하

여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구 통합 관리까지

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주기적인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인 어구 

식별 및 관제를 위한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해상 IoT(사물

인터넷) 기반 무선 통신 기술, 어구 자동식별 부이(AIB, 
automatic identification buoy) 기술, 통합 어구 식별 및 

관제 기술 등 ICT 기반 어구 관리 체계의 개발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

서는 어구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에 관

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서 어구와 선박, 선박과 육

상 관제센터 간 통신을 위한 아키텍처를 도출 및 설계하

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 어구 관리를 위한 관제 시스템

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배경 및 필요

성을 비롯하여 국내외 관련 시스템 동향에 관해 기술하

고, 3장에서 요구사항 분석 및 통합 관제 아키텍처 설계

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4장에서 설계한 시스템을 개발

하고 검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5장의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끝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ICT 기반 통합 어구 관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정부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위

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에 대한 

관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내용

으로는 휴어제, 어구관리법 제정,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추진, 폐어구 수거 사업 등이 있다. 특히, 폐어구는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유령어업으

로 인한 어획량 피해와 통항하는 선박이 그물이나 밧줄 

등에 걸려 엔진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유발한다. 실
제 ‘17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사고가 12%(311건)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간 동맹인 세계 폐어구 계획(GGGI, global 
ghost gear initiative)은 모범사례 프레임워크 및 연구 사

례를 제공 등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10].
‘06년부터 시행된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방지하고, 유실 및 손상된 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

법으로 버려지는 문제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해

양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어민들

은 조업을 위해 해상에 어구를 설치할 때 해당 어구마다 

위치를 표시한 부표나 깃대를 고정하고, 소유주의 허가

어선 명칭과 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한 표지

를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우선

적으로 어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별도의 보

호장치 없이 해양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표지가 해풍이

나 조류,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어구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또한, 어구에 대한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소

유주 및 관리 선박이 해당 어구에 접근하여 확인해야하

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제약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국내 해상에 매년 버려지는 폐어구들은 최소 4만여 톤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

고자 일부 해역의 어업 관리단은 어구실명제 계도 기간

을 지정하여 어업인 간담회 실시 및 캠페인 전개 등 계

도 활동을 강화하고,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

리고 있다[11].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

구로 인한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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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연구 동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 일부 대

형어선에 대하여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부이에 부착된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2].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음향신호 발생장치 및 수중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해저에 위치한 어구와 선박 간의 

거리를 별도의 장치로 표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3-4]. 중국의 경우, 어망 위치 추적 부이를 개

발하여 위치 정보를 VHF 주파수 대역의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신호로 전송하고, AIS 플로터를 

통해 수신 정보를 전시하도록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으

며, 일부 제품은 조난 상황 발생시 탑재된 버튼으로 주

변 선박들에게 구조 메시지를 송신하는 기능을 포함하

고 있다[5-7].
국내의 경우, 어구의 위치 추적을 위해 IPx8 방수 구

조의 송신기를 어구 연결형 부이에 설치하여 현재 위치

와 내부 배터리 잔량, 송신기 ID 등의 정보를 특정 주파

수 대역으로 전송하고, 어선에 설치된 수신기를 통한 수

신 데이터를 GPS 플로터에 전시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다[8-9]. 또한, 송신기를 식별하는 고유 

ID를 어구용과 선박용으로 변경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

여 어구뿐만 아니라 선망 및 저인망 등 선단조업을 하는 

어선의 위치도 함께 전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어구 식별 장치는 텍스트 형태의 표시장치를 

통해 선박과의 거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GPS 플로터와

의 연동을 통해 전자해도 상에 위치를 표시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어구의 유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송수신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치 추적 및 회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표 1에 기존 출시된 국내외 대표적

인 어구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사양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이처럼 개별적인 어구 관리와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

적의 시스템은 많이 출시되었고, 이러한 장비들의 주 목

적은 설치된 어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하

여 어구의 위치 정보나 어선과의 거리 정보 등을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중 일부는 내부 배터

리의 상태 정보를 표시하거나 수중에서의 데이터 교환 

기능이 탑재된 제품도 있으나 소유주에게만 이러한 정

보가 전달되는 구조로 통합적인 어구 관리에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어구의 도난 및 유실에 대한 알람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폐어구 발생 저감이나 투기 추적 등의 측

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관할하여 설치된 어구

의 위치 및 상태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통합 

관제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주기적인 어구 관리를 

통해 폐어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Ⅲ. 어구 식별 및 관리 체계 설계

3.1. 어구 관리 체계 및 요구사항 분석

기존 출시된 제품은 어구 소유주에게만 정보가 전달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통신 가

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 대역을 사용하여 통신시간 제한 및 간섭 없이 통신

이 가능하고, 기존 LTE 기지국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지

국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NB(narrow band)-IoT 방식을 

적용한 어구 자동식별 부이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해상 

IoT 통신망을 보조하기 위해 LPWA(low power wide 
area)의 적용을 통하여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어구에 근

접한 어선이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한다. 부이를 통한 어

Communication method Transmitting range Position information Display
A[3] Acoustic signal (underwater) 500 m Distance to ship Separated display (text)

B[4] Acoustic signal (underwater) 2 nm Distance to ship Separated display (text)
C[5] 161.975MHz/162.025MHz max. 15 nm Latitude and longitude AIS plotter
D[6] 161.975MHz/162.025MHz 10 nm Latitude and longitude AIS plotter

E[7] 161.975MHz/162.025MHz max. 15 nm Latitude and longitude AIS plotter
F[8] 400MHz - Latitude and longitude GPS plotter
G[9] 890MHz min. 5 nm Latitude and longitude GPS plotter

Table. 1 characteristics comparisons of existing systems



어구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1231

구 정보는 어선 및 관리 선박, 육상 관제센터에서 통합 모

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

른 어구 자동식별 부이를 활용한 어구 관리 체계의 구성

요소는 그림 1과 같이 어민의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용, 각종 어구 및 어장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선

박용, 광역별 어구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모니터링을 위

한 육상 관제센터용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13].
여기서 어선은 소유 어구의 상태 및 운용 정보와 유실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관리 선박은 관할하는 해역 내 위치한 모든 어구

의 위치 및 조업 상태 정보와 유실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육상 관제센터에서는 이를 통합

하여 우리나라 해안 전체를 대상으로 설치된 어구의 통

계 및 분석과 어선 및 관리 선박에 의해 식별된 유실어

구 정보 수집 등의 기능을 가진다. 효율적인 어업활동 

및 어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요소별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

된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관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어구 관리 체계 내 각 요소의 주요 

기능을 표 2에 정리하였다[14-16].

Fig. 1 Architecture for fishing gear management

3.2. 통합 관제 시스템 설계

개발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어구 자

동식별 부이와 어선 혹은 관리 선박으로부터 위치 및 상

태정보를 수신하여 미들웨어를 통해 전처리를 수행한 

후, OpenGL 기반의 랜더링을 통해 전자해도에 표현한

다. 어구 자동식별 부이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는 부이 

ID, 진단 정보, 이상 상태 알람, 부이 상태 알람, 시간

(UTC) 및 위치 정보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표 3에 

정리하였다.

Fig. 2 Block diagram of the developed system

Function (authority/scope)

Fishing 
ship

AIB ID of owner

AIB position and state of owner

Alarm message (stolen or lost)

Navigation safety information

Table. 2 Functions of management architecture

Function (authority/scope)

Admin.
vessel

AIBs ID of control area

AIBs position of control area

AIBs state of control area

Alarm message (stolen or lost) of control area

Navigation safety information of control area

Shore
side

control
center

Database for fishing gear info. of wide area

Database for navi. and fishing activity of wide area

Statistic management for discarded (abandoned) 
fishing gear of wide area

Marine environmental info. of wide area

Fishery situation control of wide area

Name Description

Buoy identification Buoy ID

Diagnosis 
information

Base (central) board module

NB-IoT module

LPWA module

GPS module

Table. 3 Message structure from A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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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및 검증

4.1. 개발 환경

본 논문에서 다루는 어구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의 개발 환경 및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다.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운영체제에서 Visual 
Studio 2015 개발도구를 활용하였으며, C# 및 WPF 프

로그래밍 언어와 OpenGL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개발

하였다. 또한, Intel Xeon E5-2630 2.2GHz CPU, 64GB 
RAM 사양의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여 개발한 시스템

을 테스트하였다.

4.2. 시스템 개발

통합 관제 시스템은 육상 관제센터 등에 설치되어 운

용되는 것으로 선박과 어구 자동식별 부이의 위치를 비

롯하여 상태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림 3과 같다. 
화면의 중앙에 전자해도 기반 관제 화면이 있고, 이를 

통해 전자해도의 위치를 이동·확대·축소하여 원하는 지

점의 부이를 선택한 후, 출력되는 상세 정보 표시창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상단의 탭을 통해 파일, 해도, 물표, 측정, 구역, 보기 

메뉴의 전환이 가능하다. 파일 메뉴는 다중창 관리, 저
장, 사용자 관리, 환경 설정(센서, 연결, 언어, 단축키 등)
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해도 메뉴에서는 IHO S-57 
규격에 따른 전시 방법, 항로표지, 수심, 색상표, 글꼴 및 

심볼 등 전자해도의 표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표 메

Name Description

Abnormal state 
alarm

Low power alarm

GPS lock state alarm

Fishing gear detached alarm

NB-IoT communication state alarm

Buoy state alarm

Operating state information

Buoy power state information

NB-IoT receive sensitivity state

Time (UTC) 
information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Position information
Latitude (MSB) Latitude (LSB)

Longitude (MSB) Longitude (LSB)

Fig. 3 Graphic user interface of the develop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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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서는 수신된 부이 및 AIS 등의 수신 정보를 선택하

거나 표시된 데이터의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한, 측정 메뉴는 단일 혹은 다중 거리, 반경, CPA(the 
closest point of approach)/TCPA(time to CPA) 측정 기

능을 제공하고, 구역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위험, 혼잡 

등 경고가 필요한 특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기 

메뉴는 위치 찾기, 즐겨찾기, 창 배열 선택 등 편의 기능

을 선택할 수 있다.

4.3. 시스템 검증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 검증을 위해서 그림 4와 같

이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부이와 선박의 위치 및 상태 

정보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부이는 노란색 점, 선박은 삼각형으로 표시되며, 그림 4
와 같이 ID가 B1901345818인 부이의 경우, 각종 상태 

정보는 정상, 현재 위치는 위도 34.38820N, 경도 

125.19457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가상 부이 생성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모듈은 사용자가 입력한 개

수와 주기만큼의 가상 부이 신호를 이더넷(TCP/IP)을 

기반으로 모사하여 생성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모

사된 데이터는 미들웨어를 통해 중복 제거 등을 거쳐 통

합 관제 시스템의 전자해도에 표시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부이의 수를 각각 2000개, 5000개, 10000개, 20000
개로 단계적인 증가를 통해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5 및 표 4에 나타냈다. 

Fig. 4 Test for state information display function of AIBs

(a) (b)

(c) (d)
Fig. 5 Test for performance of developed system (a) 2000 AIBs (b) 5000 AIBs (c) 10000 AIBs (d) 20000 A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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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Generated 
AIBs

CPU
(%)

RAM
(GByte)

Gen. time
(ms)

Rendering
time (ms)

1 2,000 5 5.89 0.9993 16.2414

2 5,000 5 5.91 3.9962 40.1845

3 10,000 2 5.92 5.9966 79.7542

4 20,000 4 6.00 12.9924 162.8451

Table. 4 Results for performance tests

테스트 결과, 네 가지 경우 모두의 CPU 점유율은 5% 
이하, RAM 사용량 6GB이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

발 시스템과 CPU 점유율은 큰 관계가 없으며, 어구 식

별 부이의 수의 증가에 비해 RAM 사용량의 변화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 제거를 위한 오류 검

사, 필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미들웨어의 적용과 

OpenGL 기반의 그래픽 처리를 통해 생성된 최대 20000
개의 가상 부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데 소요된 시간

(생성 시간 + 랜더링 시간)이 약 0.176초 수준인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유사 시스

템은 알려진바 없지만, 보다 다양한 검증 테스트 시나리

오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최근 폐어구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으며, 기존 어구식별 방법이 가지는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ICT 기술의 접목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어구 식별 및 추적 지원 장치는 소유주의 선

택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입 및 활용하던 실정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국가적인 관제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어구에 자동식별 부이를 부착하고, 사물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어구의 위치 및 상태정보를 어선, 
관리 선박, 육상 관제센터 등으로 전송하여 체계적인 모

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한 아키텍처를 소개하였다. 특히, 
해상의 어선이나 관리 선박에 탑재된 어구 추적 시스템

이 아닌 육상의 통합 관제센터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

고, 기능·성능을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

다. 개발하는 시스템은 어구 자동식별 부이로부터 수신

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어구 위치, 
상태정보, 유실알람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때, 수신된 정보의 중복제거, 유효성 검증 등의 전처리

를 수행하는 미들웨어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시스템의 

부하를 줄였으며, OpenGL 기반의 시각화 처리를 통해 

전자해도 상 표현 속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가상 어구 

자동식별 부이 생성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

발한 시스템의 처리 및 시각화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현
재, 어구 및 예인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

동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법 등의 연구를 진행 중

이며, 향후에는 순차적으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 여러 

형태의 어구 자동식별 부이 장비를 실제 연계한 테스트

를 수행할 계획이다. 실제 어구 자동식별 부이 여러 형

태로 개발 중이며,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완성품이 제

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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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현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조선해양 ICT 융합 기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해상조난안전기술, 항해통신장비 

우윤태(Yun-Tae Woo)

2014년 : 한국해양대학교 IT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전공 (공학사)
2013년 ~2015년: 금호마린테크(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2016년 ~ 현재 : 중소조선연구원 해양IT융복합소재연구본부 학생연구원
※관심분야 : 정보보안,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항해통신장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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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Nam-Soo Kim)

2008년 : 한국해양대학교 전파공학과 전파공학전공 (공학사)
2010년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전파공학과 (공학석사)
2010년 ~ 현재 : ㈜지씨에스씨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해상교통관제, 선박시뮬레이터, AIS

남경태(Gyeung-Tae Nam)

1996년 :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1997년-2003년 : ㈜현대자동차 제품개발연구소 전자설계1팀 대리
2011년 ~ 현재 : ㈜지씨에스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관심분야 : 해상교통관제, 해상안전의사결정지원, 해상 빅데이터 분석, 선박시뮬레이터

황지중(Jee-Joong Hwang)

2009년 : 한국해양대학교 IT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전공 (공학사)
2009년~ 현재 : ㈜지씨에스씨 기업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 선박 관제 및 해양 안전 S/W기술, ECDIS 엔진, 선박 네트워크, 영상 및 이미지 프로세스.

이영근(Young-Geun Lee)

2007년 :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2007년 ~ 2009년 : 나비스 오토모티브 시스템즈 MAP팀 사원
2010년 ~ 2012년 : ㈜엑솔아이티 기업부설연구소 대리
2012년 ~ 현재 : ㈜지씨에스씨 기업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 해상교통관제, 선박시뮬레이터, G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