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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최근 선박의 운항 및 항만 내에서의 접안 이안, 

에 있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접안 시. , 

선박 주변이나 항만 내의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정

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점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가 많다 국내의 경우 접안 관련사고 매년 약 건 . 17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막대, 

한 금전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피해규모가 [1]. 

막대하기 때문에 항만운영에 있어 큰 리스크로 작

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국내 사고 사. 

례를 들면 자동차 운반선 부두 접촉사건 , (2017. 

산적 화물선 부두 접촉사건 화물12), (2017. 03), 

선 아이리스호 부두 접촉사건 화물선 (2016. 09), 

부두 접촉사건 등이 있다 AAL (2016. 05)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선박 접안 

보조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ECDIS (Electronic 

레이더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이용해 접안을 지원하

고  있 으 나 의  경 우  ,  E C D I S G P S  ( G l o b a l 

의 부정확성 선박 자동식별Positioning System) , 

장치 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업데이트 주기 및 미등록 이동체 등으로 인한 AIS 

한계가 존재한다 레이더의 경우 비탐색영역의 존. 

재 및 노이즈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레이. 

저 센서 기반의 는 매BAS (Berthing Aid System)

우 고가이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고정 위치에 설치

된 레이저 센서로 인해 인식이 불가 하거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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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능형 선박 어라운드뷰 시스템 개요1. 

Fig. 1 Overview of Around View Intelligent 

System for Ship

Size
142.5 mm(width) 

× 135.0 mm(height)
 × 169.0 mm(depth)

Weight 2.2 kg

Measurement 
Range

300 m×100 m

Distance
Within 3% Error

(Within 50m Range)

Speed
Within 1% Error

(WIthin 50m Range)

Illuminance 
Environment

100 Lux 20,000 Lux– 

Sampling Rate 2 Hz

표 센서 모듈 주요 사양1. AVISS 

Table 1. Key Specifications of AVISS Sensor Module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선박 접안 시 선박 주변이나 항만 내. 

의 상황을 영상을 통해 모니터링 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기존 시스템들의 문제, 

점을 보완한 저가형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

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가의 기존 선. 

박 접안 보조시스템과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경

제성 있는 대체 가능한 지능형 선박 어라운드 뷰 

시스템 (Around View Intelligent System for 

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Ship, AVISS) [3]. 

존 시스템과 같이 선박 접안 시 항만과 선박 사이

의 거리와 속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뿐만 아니

라 주변 선박을 포함하여 바다에 부유하고 있는 각

종 장애물들을 검출하고 장애물과의 거리 및 속도, 

를 계산한다 또한 기존 시스템은 선박의 크기에 . 

제한이 있는 반면 제안된 시스템은 선박의 크기에 ,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시스템 대비 저. 

가형 센서들을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하, 

드웨어가 가진 한계점을 최근 발전하고 있는 딥러

닝 기술을 적용하여 극복하였다 [4-9].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장에서. II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지능형 선박 어라

운드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알고리즘에 대하여 

소개한다 장에서는 실해역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 III

이용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장 , IV

결론을 통해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지능형 선박 어라운드뷰 시스템. Ⅱ

지능형 선박 어라운드뷰 시스템의 목적은 그림 

과 같이 항만에 다수의 센서모듈을 설치하여 각 1

센서 모듈이 수집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

로 알려주는 것이다 각 모듈로부터 들어온 영상을 . 

비롯한 센서정보를 융합하여 접안 또는 이안하는 

선박의 선수와 선미가 접근하는 거리와 속도 장애, 

물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연산한다.

에 의하여 개발된 지능형 선박 Seadronix [3]

어라운드뷰 시스템의 주요사양은 표 과 같다 센1 . 

서 모듈은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 방수 방진 방폭 , ,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의 개발 전략, Seadronix 

에 따라 물리적 센서 모듈을 변경하지 않고도 딥러

닝 기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능형 선박 어라운드뷰 시스템의 전체적인 하

드웨어 구성은 그림 와 같이 다수의 센서 모듈과 2

각 센서 모듈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

리하여 최종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서버로 

구성되어있다. 

카메라 모듈은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와 정밀 

위치측정용 DGPS (Differential Global 

자세 측정용 연산용 Positioning System), IMU, 

임베디드 컴퓨터 무선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 

염수에 의한 부식 방치를 위해 방수형 케이스에 내

장된다 이 모듈은 부두 내의 조명탑 크레인 선박 . , , 

등 수면에서 이상의 고도에 설치되며 모듈의 15m , 

자세는 설치 시 또는 설치 후에 수동 또는 자동으

로 조절 가능하다.

임베디드 연산 모듈에 입력된 영상은 Seadronix 

에 의해 제안된 딥러닝 모델인 에 Skip-ENet [4]

의해 객체 정보를 추정한다 원본 영상과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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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센서모듈 하드웨어 구성요소2. AVISS 

Fig. 2 Hardware Components of AVISS Sensor 

Module

그림 센서 데이터 처리 흐름도3. AVISS 

Fig. 3 Flowchart of AVISS Sensor Data 

Processing

정보를 바탕으로 객체 정보 영상에 대해 수평면과 

수직면으로 변환 및 정합하여 추정된 객체에 대한 

거리 및 속도 정보를 계산한다.

센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센서 모듈을 통한 해당 선박 . 

이미지 획득 해당 선박과 해수면이 접하는 밑면의 , 

양단부 포인트 쌍 검출 검출 포인트 기반 항만과, 

의 거리 및 속도 정보 추정의 과정을 거친다 각 .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은 . 3

제안된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그림 영상강화 알고리즘 설명4. 

Fig. 4 Description of Image Enhancement 

Algorithm

그림 딥러닝 기반 영상강화5. 

Fig. 5 Deep Learning Based Image Enhancement

노이즈 제거를 위한 영상 강화 기술3.1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하기 전에, 

해무나 역광 등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K. He 

가 제안한 영상 강화 알고리즘을 임베디드 시[10]

스템에 맞게 최적화 및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 

와 같이 임베디드 시스템의 총 연산한도를 고려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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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센서 모듈을 통한 영상 정합 AVISS 

Fig. 6 Image Registration via AVISS Sensor Module

여 입력 영상의 기능이 추가 되었고 quantization 

파란색 계열의 색상이 많은 해양 상황을 고려하여 

채널 각각에 경험적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출RGB 

력되도록 하였다 그림 는 실제 항만에서 취득된 . 5

영상에 대하여 영상강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시를 

보여준다.

선박 추출을 위한 딥러닝 기술3.2 

카메라 모듈로부터 취득된 영상 정보로부터 선

박 또는 주변 장애물들과 같은 객체를 인식하고 주

변 환경과 구별해내야 한다 특히 여러 기법 중에 . 

정밀한 거리 측정을 위해 객체 추출 세그멘테이(

션 기법을 이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정보) . 

로부터 객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모델을 사용Skip-ENet [4] 

하였다 기존 세그멘테이션에 활용될 수 있는 딥러. 

닝 모델인 MobileNet [5], ENet [6], Deeplab 

와 비교하여 해양 환경에서 강인하게 선V3+ [7]

박 및 장애물을 구별하는 높은 인식률을 보인다. 

또한 기존 방법 대비 은 최대 Skip-ENet [4]

까지 연산량을 줄일 수 있어 임베디드 보드1/100

에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시간 영상 변환 및 정합 3.3 

본 과정에서는 먼저 각 카메라 센서 모듈에서 취

득된 영상 정보를 역투영 변환 (Inverse Projective 

그림. 7 에 의해 실시간 제공되는 선박 정보 AVISS

Fig. 7 Ship Information Provided by AVISS in 

Real-time 

과정을 통해 로 변환시Mapping, IPM) Top-View

킨다 역투영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취득된 . 

당시의 카메라 위치 및 자세 정보가 필요하다 카. 

메라 모듈에 설치되어 있는 와 로부터 DGPS IMU

카메라 위치 및 자세정보를 전달 받아 식 을 이(1)

용하여 역투영 변환을 통해 그림 과 같이 6

로 변환한다Top-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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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의 행렬 는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1) K

를 나타내며(intrinsic parameter) ,  , 는 초점거

리,  ,  는 주점을 나타낸다 .    는 카메라의  

외부 파라미터 를 나타내며 (extrinsic parameter)

카메라 좌표계와 월드 좌표계 사이의 변환관계를 

나타낸다 두 지점으로부터의 카메라 모듈로부터 . 

얻은 로 변환된 영상 이미지를 정합시킨Top-View

다.

상대거리 및 상대속도 추정3.4 

로 변환된 영상 정보로부터 선박의 Top-View 

선수와 선미를 추출하고 이들로부터 항만까지의 , 

상대거리 및 상대속도를 칼만필터를 기반으로 추정

한다 이를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일정 크기 이상의 추출된 객체에서 형태 특1) 

징점들을 추출하고 선박이 해수면과 맞닿아 있는 

점들을 이용해 선박 하단부 외형을 추출한다.

추출된 선박 하단부 외형 특징점들을 입력으로 2) 

회귀 분석을 통해 선박 밑선을 추출하고 밑선의 양단 

의 두 점을 추정하여 선박 양단 두점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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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결과와 센서 값과의 비교를 통한 성능 검증. AVISS Laser 

Fig. 8 Performance Evaluation by Comparing AVISS with Laser Sensor

선택된 선박 양단 두점의 위치추정을 위해 3) 

칼만필터를 적용한다 선박의 움직임이 해수면 평. 

면을 움직이므로 차원 평면의 점 운동으로 가정하2

여 모델을 설계하였다 각 객체마다 추정되는 양단 . 

두점의 위치와 속도를 관측값으로 사용한다 추적. 

된 선박 양단 두 점은 가장 가까운 지형 및 이웃 

객체와의 수직 수평 거리를 계산하여 일정 시간마/

다 평균 이동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과 같이 실시간으로 출력한다7 .

실험 결과. Ⅲ

제안된 선박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접안 및 이안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필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 2019

년 월 일과 월 일 양일에 걸쳐서 울산항에7 22 7 27

서 진행되었으며 이안 및 접안하는 선박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 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였4 AVISS

다 측정 가능 영역이 항만으로부터 가로. 30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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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Distance Error 

Ratio  (%)

Speed Error Ratio 

  (%)

Bow Stern Bow Stern

Exp1 0.85 1.40 1.88 3.35

Exp2 0.53 0.37 0.97 0.10

Exp3 1.50 1.54 1.12 2.64

Exp4 0.44 0.10 1.76 4.31

표 오차 평가2. AVISS 

Table 2. AVISS Error Evaluation

세로 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총 × 100m ( ) 2

개의 센서 모듈이 설치되었다AVISS .

그림 은 접안하는 선박에 대하여 가 실8 AVISS

시간으로 선박의 선수와 선미에 대하여 항만으로부

터의 거리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

여준다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레이저 거. AVISS

리 센서와 비교하였다 거리와 속도에 대한 오차율. 

은 레이저 거리 센서값을 참값으로 두고 아래식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 (2)

 

 
× (3)

위 식의  와   는 각각 와 레 AVISS

이저 거리 센서에 의해 측정된 항만과 선박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와  는 와 레AVISS

이저 거리 센서에 의해 측정된 접근 속도를 나타낸

다.  는 거리 오차 비율을 나타내며 ,  는 레이 

저 측정 거리 대비 속도 오차 비율을 나타낸다 총 . 

번에 걸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표 는 번의 실4 , 2 4

험이 수행되는 동안 선박이 처음 감지되었을 때부

터 접안이 완료될 때까지의 거리와 속도에 대한 평

균 오차율을 보여준다. 

표 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 회 수행한 실험 2 , 4

중 최대 평균 거리오차 비율은 최소 평균 1.54%, 

거리오차 비율은 이며 평균 속도오차 비율은 0.10% , 

최대 최소 로 나타났다 이는 4.31%, 0.10% . 

의 성능이 현재 상용화된 고가의 레이저 센AVISS 

서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가 기존 AVISS

레이저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에서 구동되는 알고리즘. AVISS

의 평균 연산 시간은 채널 영상 입력2 , NVIDIA 

기준으로 이상의 계산 속도를 보Jetson TX2 2Hz 

여 실시간으로 동작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결 론. Ⅳ

본 논문은 항만에서의 선박 접안을 위한 어라운

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카메라. , 

로 이루어진 센서 모듈 하드웨DGPS, IMU AVISS 

어를 개발하고 센서 모듈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여 , 

선박과 항만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딥러닝 알고리즘

과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울. AVISS

산항에서 실제 선박을 대상으로 필드 테스트를 수

행하고 그 결과를 기존 레이저 센서와 비교하였다. 

총 회의 필드 테스트 결과 기존 레이저 센서 대비 4

최대 평균 오차율이 거리는 속도는 1.54%, 4.31%

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 기존 , AVISS 

고가 시스템인 센서를 대체 가능하다는 것을 Laser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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