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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Operating rate for

Marine Weather Signal Aids

Ko, Young Kyu

Department of Maritime Traffic Science

Graduate School of Maritime Industry,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he marine weather signal aids that provides maritime weather

information at major points on the coastal waters in real time is utilized

by vessels and fishing boats for ensuring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nd

recently this system was integrated based on ICT and can now be

utilized not only by vessels but also by general public who enjoy fishing

and marine leisure sports by providing various safety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enjoy the sea comfortably and safely.

As the use of maritime weather information is increasing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industries and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ng rate of the marine

weather signal aids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operating

rate.

Marine weather signal aids is a system aiming at provision of useful

information to vessels sailing a particular area of the sea by gathering

and compiling real time maritime weather information and is comprised

with the Master station and the Slav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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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mmunication mode, marine weather signal aids uses AtoN

AIS, CDMA, VHF, TRS, and satellite communications. The marine

weather signal aids system between Jindo and Mokpo uses CDMA, and

the Incheon, Daesan and Yeosu system uses AtoN AIS communication.

As for foreign marin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PORTS

(Physical Oceanographic Real Tim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BLUElink of Australia, and GOOS(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are

currently in use.

For the analysis of operating rate of the marine weather signal aids

system, factors that affect the operating rate should be identified first.

Factors that affect operating rate of marine weather signal aids system

include in the first place may be the differences in occurrence of radio

shadows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depending to the radio

communication network used in the marine weather signal aids system.

Second, such things as equipment failure caused by abnormality of

marine weather observation sensors, defective data loggers, and defective

communication modems and antenna were found to contribute to the

lower operating rate. Third, limitation of information services as a result

of overload of the AIS traffic is one of the other main reasons.

This study, using the samples of operating rates of beacons at 12 points

in the Incheon area from April 2014 through September 2014,

investigated the reasons for low operating rates at especially low rate

points.

As the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beacons of 12

points in the area, the beacons with operating rate of less than 50% we

re those No. 5 Light Buoy in Seosudo, Light Beacon at Mineotan, and

one at Budo Ligh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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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gard to the main reasons, instability of power supply and lack of

maintenance systems were found in the cases of No. 5 light buoy in

Seosudo and the light beacon at Mineotan. And instability of radio

communication environment was found as the main reason in the case

of Budo lighthouse.

In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s the utilization of multiple

communication networks instead of a single network to stabilize and

optimize the system as a means for increasing the operating rate.

As a counter measure for the issue of the equipment failure, it is

needed to have an emergency recovery plan and a maintenance system

that can ensure maintenance of the equipment at any time in place. And

it is needed to prepare a plan for securing spare parts for equipment

with statistically frequent failure rates.

As for the AIS traffic overload issue, AIS traffic can be managed effi

ciently through the use of AIS message analysis program or additional

allocation of maritime VHF frequencies through the use of VDES(VHF

Data Exchange System).

In additi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operating rate of the maritime

weather signal aids system is also needed, and quantitative service level

that take such thing and the risk level and traffic volume of the route,

should be provided, too.

A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operating rate limited only to the

marine weather signal aids system in the Incheon area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However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using longer period of data gathered in other areas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nd to perform comparison

analyses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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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t is needed to select the marine weather signal aids system that

needs urgent supplementation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the Incheon

area, and to prepare investment plan to improve the operation rate after

the verification of the usefulness of multiple communication network

through the use of a test b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the basic material of

research in the development of marine radio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nstruction of the maritime next-generation digital communications

systems, and research on the location-based remote navigation moni

toring technologies that are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Navigation systems.

KEY WORDS : Marine Weather Signal Aids, AtoN AIS, CDMA, VHF,

WCDMA, TRS, WLAN, Operat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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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연안 해역은 해안선이 길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며, 크고 작은 

도서가 많고, 협수로가 많은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해양사고의 

발생요인이 산재해 있다. 또한 빈번한 해무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상당한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

따라서, 연안 해역을 항해하거나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은 항로표지시설에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무 

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해양수산부 

에서는 2003년에 “기상신호표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진도, 목포, 인천, 대산, 여수 등에 독자적인 해양기상 

신호표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은 모국시스템과 자국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통신 

망은 해당지역의 전파환경에 따라 항로표지용 AIS, CDMA, TRS, 위성통신망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운영율은 다른 항로표지에 비하여 아주 낮은 편으로, 그 

원인을 찾아 운영율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파통신환경, 장 

비의 고장 및 유지보수 문제, AIS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장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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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운영율 향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국내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은 2007년 목포 및 진도권역을 시작으로 인천,

대산, 여수에 각각 독자적인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시스템의 운영결과 데이터를 집계하여 통계자료로 저장하고 

있다.[2]

특히, 진도권과 목포권을 제외한 다른 시스템은 항로표지용 AIS를 무선통신 

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정태권 등(2013)은 “서해권역 항로표지용 AIS시스템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각 지역별 운영 실태를 다섯가지 기능별, 모듈별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항만별 항로표지용 AIS 관리구조 불일치 문제, 과도한 항로 

표지용 AIS 설치로 정보의 혼란문제, 불필요한 정보의 수신문제, 항로표지용 

AIS정보의 비활용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나성진 (2009)은 “진도, 목포의 기상신호표지시스템 구축과 비전”을 통하여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기술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김영진 등(2009)은 

“AtoN AIS를 활용한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인천지역에 

AtoN AIS 기반의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을 구축 후 문제점 도출 및 향후 

과제를 연구하였다.

박인환 등(2012)은 “여수권역 해양교통시설을 이용한 해양 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구축 완료 후 기술적인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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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등(2007)은 “새로운 통신방식을 이용한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에서 

항로표지에 여러가지 통신망을 적용 비교 분석하여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백영선(2010)은 “음영지역 해소방안을 포함한 통합 항로표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에서 항로표지용 AIS의 음영지역 발생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재 등(2013)은 “AIS 통신부하 관리를 위한 실시간 메시지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AIS 트래픽을 메시지 분석 S/W를 통하여 트래픽 점유율을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재명(2013)은 “e-navigation 서비스를 위한 통신 인프라 VDES 국제표준 동 

향”에서 AIS의 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의 주파수를 할당할 것과,

AIS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VDES 내용을 소개하였다.

1.3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운영율 

에 미치는 영향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각 장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개념 및 시스템 구성, 사용 하고 있는 

통신방식과 그의 비교 및 해외의 해양관측시스템과 기술을 소개하였다.

제3장은 현재 국내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운영현황과 이에 따른 운영율 

기준에 대한 IALA(국제항로표지협회)와 국내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인천 

지역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운영율 분석을 통하여 운영율에 미치는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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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로 분석하였다. 그 원인에 해당하는 전파환경에 대한 문제와 시스템 

고장 및 유지관리 문제, AIS트래픽 과부하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운영율 향상방안으로 다중통신망의 활용 검토를 위하여 여러 

가지 통신망에 대한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또한,

장비고장에 대한 대책방안과 유지보수 문제, AIS트래픽 과부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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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이 장에서는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구성과 통신방식 및 관련 기술의 내용 

을 서술하였다.

2.1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개요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은 특정 해역을 항해하거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해상 

작업을 하는 선박 등을 위하여, 해상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상정보 (풍속,

풍향, 우량, 시계) 및 해양정보(파랑 파고, 조류의 방향, 유속, 조석 등)의 이용자 

에게 인터넷, 휴대폰문자서비스, ARS 등을 통하여 전달하고자하는 시스템으로 규정 

하고 있다.[3]

2.2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구성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은 아래의 <그림 2.1>과 같이 자국시스템과 모국시스 

템으로 구성된다.[4]

<그림 2.1>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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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모국시스템

모국시스템은 자국시스템으로부터 전송받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하여 

운영소프트웨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아래와 같은 장비로 구성 

되어 있고, 모국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2>와 같다.[5]

○ 자료수집처리용 서버

○ 웹(WEB) 서버

○ DB 서버

○ DB Storage

○ 데이터 백업 장치(LTO)

○ Workstation 및 PC

○ ARS/FAX 정보제공용 서버

○ 방화벽 

○ DDos 방어 체계 및 기타 운영보조 장치

<그림 2.2> 모국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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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국시스템

자국시스템은 <그림 2.3>과 같이 해양기상(풍향, 풍속, 수온, 유향, 파고)을 

관측하는 관측센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로거(DU),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CU), 유 무선 통신을 위한 통신모뎀(MU)으로 구성되며, 각 장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 자국시스템 구성도

(1) MU(Modem Unit)

통신모뎀은 <그림 2.4>와 같이 AtoN AIS, CDMA, TRS 통신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림 2.4> 통신모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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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Contrl Unit)

CU(Contrl Unit)는 항로표지 상태정보와 해양기상 관측정보를 MU(Modem U

nit)를 통하여 모국으로 전송하며, 항로표지시설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5]

○ M/U, D/U, 등명기 등 장비 용품의 전원 공급 및 제어

○ 태양전지 전압, 충 방전 전류, 축전지 전압 및 출력전압 감시

○ 등명기의 점․소등 상태, 등명기 사용시 소모 전압 및 전류 감시

○ 통신모듈의 상태 및 통신망 접속 상태 감시

○ 확장 직렬 포트를 통하여 수집되는 확장 기기의 데이터

(3) DU(Data Logger Unit)

DU(Data Logger Unit)는 해양기상관측 센서들로부터 관측된 디지털(Digital)

또는 아날로그(Analog) 자료들을 처리하여 CU로 전송하는 데이터 처리장 

치이다.[5]

(4) 해양기상관측센서 

해양기상관측센서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향, 풍속, 파고(파장),

조류 (조석), 온·습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는 장치이다.[4]

<표 2.1>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주요 데이터

주요 
데이터

상세 내용 예시

풍향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風向:wind direction) ․0°~360°

풍속 -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공기의 속도(風速:wind speed) ․m/s

파고
(파장)

- 파고(波高) : 파의 골에서 마루까지의 높이(wave height)

- 파장(波長) :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상태에서 반복되는 모

양을 주기적으로 보이는 파동을 관찰했을 때 마루와 마

루 사이의 거리,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wave length)

․m

온․습
도

- 온도(溫度) : 물리적으로 열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

(temperature)

- 습도(濕度) :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 공기의 건

습정도를 표현(humidity)

․℃

․%(상대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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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통신 방식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에 사용되는 통신방식은 CDMA, VHF, AtoN AIS,

TRS를 이용하며, 목포권/진도권은 CDMA를 사용하였고, 나머지(인천권,

대산권, 여수권역)는 AtoN AIS를 이용하여 통신망을 구성하였다. 이 장에서는 

각 통신망별로 그 내용과 장단점을 분석 정리하였다.

2.3.1 항로표지용 AIS

(1) 항로표지용 AIS 기술개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선박에 설치된 VHF 트랜스폰더에 의해서 자동으로 

자선의 위치, IMO 식별번호(MMSI) 등의 정보를 적절한 동기에 의해 송신하면,

동일한 시스템이 구비된 주변의 다른 선박에서 이를 수신하여 장착된 디스플 

레이에 정보를 표출함으로써 주변의 항행 선박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장치이다.[6]

항로표지용 AIS는 기존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항로표지용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AIS 국제기준(ITU, IALA, IMO)에 따라 항로표지에 설치하여,

항로표지의 기본적인 감시제어 및 기능을 수행 하고, AIS기지국을 통해 운영 

센터와 연결하여 항로표지 감시제어 및 기상신호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 항로표지용 AIS 국제기술기준

1) IALA 권고 A-126

IALA 권고 A-126에는 해양용 항로표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선박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감시 목적 등에 적합한 AIS장비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AIS는 자발적이고 연속적인 방송시스템으로 이동국과 고정국 사이에 선박 

식별자, 위치, 침로, 속도 등과 같은 정보를 교환 할 수 있고, 방송 수준의 

충족과 신뢰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시분할다중접속(TDMA)기술을 사용하여 

다중정보 보고의 처리가 가능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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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비트수 설 명

메시지 ID 6 메시지 6번에 대한 식별자

반복 지시자 2
메시지 반복 횟수 (0-3범위)

0 = 기본, 3 = 더 이상 반복 없음

ID 30 Source 기지국의 MMSI 번호

일련번호 2 0 - 3

목적지 주소 30 지정된 수신장비의 MMSI 번호

Flag 1 재전송 Flag 0 = 재전송 없음, 1 = 재전송됨

Spare 1 사용되지 않음, '0'으로 설정

이진 데이터
최대 

936

응용 식별자 : 16Bit

응용 데이터 : 920Bit

최대 비트 수
최대 

1008
1~5 슬롯

2) 항로표지용 AIS기능

항로표지용 AIS는 항해자의 안전과 효율 증진을 위해 능동적인 식별 수단을 

제공하고, 유동(floating) 항로표지의 위치 전송 및 위치이탈 정보 표시, 기상,

조위, 항해 관련 자료의 제공, 그리고 기존 항로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 항로표지용 AIS 메시지 종류

- 메시지 6번 : AIS 6번 메시지는 <표 2.2>의 형식으로 항로표지 상태를 

보고 하기 위한 메시지로서, 배터리 전압, 등명기 상태, 태양열전지 상태,

충 방전기 상태, 알람정보를 송신한다. AIS기지국과 운영센터간에 1:1 통신 

용으로 독립적인 형식을 사용한다.[4][6]

<표 2.2> AIS 메시지 6 표준형식

- 메시지 8번 : AIS 메시지 8은 AtoN AIS를 통하여 수집된 기상정보 및 

해양 정보(기상, 파고, 조수, 해상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는 메시지이다.

메시지 8은 <표 2.3>과 같은 메시지 형식을 가지며, 국제응용식별자 

(International Application Identifier)에 속한 메시지로서, 유용한 해양기상 

정보를 VHF 통신 범위 내의 모든 AIS 장비에 방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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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비트수 설 명

메시지 ID 6 메시지 8번에 대한 식별자

반복 지시자 2
메시지가 반복 횟수 (0-3범위)

0 = 기본, 3= 더 이상 반복 없음

ID 30 Source 기지국의 MMSI 번호

Spare 2 미사용

이진 데이터
최대 

968

응용 식별자 : 16Bits

응용 데이터 : 952Bits

최대 비트 수
최대 

1008
1~5 슬롯

파라미터 비트수 설 명

메시지 ID 6 메시지 14번에 대한 식별자

반복 지시자 2
메시지가 반복 횟수 (0-3범위)

0 = 기본, 3= 더 이상 반복 없음

ID 30 Source 기지국의 MMSI 번호

Spare 2 미사용

안전관련 문자
최대 

968
6bit ASCII문자

최대 비트 수
최대 

1008
1~5 슬롯

<표 2.3> AIS 메시지 8 표준형식

- 메시지 14번 : AIS 메시지 8은 부표가 위치를 이탈했거나, 항로표지 

신호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항로표지의 이상 정보를 인근통항선박 

에게 제공하기 위한 안전관련 메시지이다. 메시지 14는 아래 <표 2.4>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다.

<표 2.4> AIS 메시지 14 표준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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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비트수 설 명

메시지 ID 6 메시지 21 확인자(Identifier)

반복지시자 2
메시지 반복 주기를 나타냄

4.6.1 참조;0-3, default=0, 3=더 이상 반복하지 않음

ID 30 MMSI 번호

항로표지 타입 5
0=사용불가=default

IALA에서 설정한 적정한 정의 참조 ; 표 34bis 참조

항로표지 명칭 120 최대 20문자 6비트 ASCII, @는 사용불가 

위치정확도 1 위치 정밀도(0:낮음, 1:높음)

경도 28 항로표지 위치의 1/1,000분의 경도

위도 27 항로표지 위치의 1/1,000분의 경도

용적/위치 기준 30 보고된 위치의 기준점; 관련이 되는 경우(1)

전자 위치
확인 장치

4
0=default, 1=GPS, 2=GLONASS, 3=통합GPS/GLONASS,

4=Loran-C, 5=Chayka 6=통합항행시스템, 7=측정,

시간기록 6 보고시점의 UTC 초

위치이탈 지시자 1 부유식 항로표지의 경우, 0=정위치, 1=위치이탈

항로표지 상태 8 관할권역에서 지정한 범위에 대하여 지정.

RAIM-플래그 1
RAIM(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식별자

0=RAIM 사용안함=default, 1=RAIM 사용

가상 항로표지 
플래그

1 0=default, 1=no AtoN : AtoN이 존재하지 않음

할당 모드 플래그 1 0=자동, 연속 모드 스테이션=default, 1=할당모드 스테이션

예비 1 예비. 사용되지 않음. 0으로 설정

항로표지 명칭의
확장

0, 6,

84
2-슬롯 메시지 14개까지 추가 6-bit-ASCII 문자

예비
0,2,4

또는 6
“확장된 항로표지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용 

비트수 272-360 두개의 슬롯 점유

- 메시지 21번 : 아래 <표 2.5>와 같이 AIS 메시지 21번은 항로표지 정보 

를 구성하고, 이를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 형식이다. 매 3분 주기로 자동 전송 

한다.

<표 2.5> AIS메시지 21 표준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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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U-R M, 1371-3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해상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에서 

시분할다중접속기술(TDMA) 을 적용한 AIS 기술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14]

부속서 1에서 운영특성을 기술하고, 여기에 AIS 초단파 데이터링크(VDL)의 

비제어 무선국(Class A선박국, Class B선박국(SOTDMA), Class B선박국 (CST

DMA), AtoN AIS, 제한된 기지국, 수색이동 항공장비, 중계국)과 제어무선 

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25]

부속서 2에서는 기술적인 특성 즉 주파수, 공중선 전력, GMSK변조기술, 데이 

터 부호화, 시분할다중 접속의 방식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3) 항로표지용(AtoN) AIS 무선통신망

항로표지용(AtoN) AIS 무선통신망은 항로표지에 기존 선박용 AIS를 적용한 

형태로서, IALA(국제항로표지협회) 권고(A-126) 및 지침 1062에 의해 구체화 

되었고, 무선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항로표지용 AIS는 

AIS 장비를 장착한 선박에 항로표지 정보를 항로표지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고, AIS 정보 제공 및 항로표지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기존 AIS 주파 

수를 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항로표지용 AIS 무선통신망의 구성은 

<그림 2.5>와 같다.[4]

○ 항로표지용 AIS 규격

- 사용주파수 : AIS 1(161.975㎒), AIS 2(162.025㎒)

- 송신출력 : 1W ～ 12.5W

- 전송속도 : 9,600bps, 양방향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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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toN AIS를 이용한 무선통신망 구성도

2.3.2 CDMA 무선통신망

CDMA 무선통신망은 국내이동통신 사업자망을 이용하는 형태로서, 음성통 

신과 데이터통신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연안지역은 음영지역 없이 대부분 

서비스가 가능하고, 사용자 빈도가 높은 관계로 통신망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단일 통신망을 구성하기 용이하고, 서비스 커버리지는 반경 약 

20Km 내외이다.

CDMA 무선통신망은 현재 목포권/진도권역에 적용되어 운영 중에 있고,

CDMA를 이용한 무선통신망의 구성은 <그림 2.6>과 같다.[4]

○ CDMA 규격

- 사용주파수 : 800㎒ 또는 1.7 ～ 1.8㎓

- 송수신출력 : 단말기 0.3W 미만, 기지국 수십W 이하

- 전송속도 : 최대 56Kbps 이상, 양방향 데이터 전송



- 15 -

<그림 2.6> CDMA를 이용한 무선통신망 구성도

2.3.3 주파수공용(TRS) 무선통신망

주파수공용(TRS) 무선통신망은 음성통신과 데이터 채널을 분리하여 문자와 

데이터를 병행 서비스하는 형태로서, 데이터 전송에 따른 과부하 및 전송 

지역이 없고, 기지국당 넓은 커버리지(반경 40～50㎞)와 신뢰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의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에는 적용 사례가 없으며, 제주 

항로표지 집약관리시스템에 적용되어 운영 중에 있다.[4]

<그림 2.7>에서는 TRS 무선통신망은 단일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CDMA망을 혼합한 형태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 TRS 규격

- 사용주파수 : 800㎒

- 송수신출력 : 단말기 0.6W 미만, 기지국 70W

- 전송속도 : 최대 28Kbps 이상, 양방향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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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G/W

<그림 2.7> TRS를 이용한 무선통신망 구성도

2.3.4 VHF 무선통신망

VHF 무선통신망은 원격 감시 및 원격제어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통신망으로서 

망구성이 용이하고, 통신부하 발생이 비교적 적다. VHF무선통신망의 구성은 

<그림 2.8>과 같다.[4]

○ VHF 규격

- 사용 주파수 : 136㎒ ～ 174㎒

- 송신출력 : 5W 미만

- 전송속도 : 1,200bps ～ 9,600bps, 양방향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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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G/W

<그림 2.8> VHF를 이용한 무선통신망 구성도

2.3.5 무선통신망 비교 검토

해양기상신호표시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선 통신망은 통신방식에 

따라 <표 2.6>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무선통신망의 특성에 따른 분류는 

<표 2. 7>과 같다. [4][7]

<표 2.6> 통신망의 방식에 따른 분류

구 분 통 신 종 류

구축 방식에 따른 종류 자가통신망, 이동통신망, 위성통신망 등

데이터통신 방식에 따른 종류 서킷통신(RS-232), 패킷통신(TCP/IP) 등

주파수 범위에 따른 종류 LF, VHF, UHF, SH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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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AtoN AIS CDMA TRS VHF

사용 

주파수

161.975㎒,

162.025㎒

800㎒

1.7～1.8㎓

851~866㎒

806~821㎒
136㎒ ～ 174㎒

송신

출력
1W ～ 12.5W 0.3W 미만

0.6W(단말)

70W(기지국)
5W 미만

통신

방식
1 : 1, 1 : N 1 : 1 1 : 1, 1 : N 1 : 1

전송

속도
9,600bps 최대 56Kbps 최대28Kbps

1,200bps ～

9,600bps

적용성 인천, 대산, 여수 진도/목포 제주집약관리
등대 원격관리에 

적용

커버

리지
반경 약60km 반경 약 20km

반경 약 

40~50km
반경 약60km

장  점

선박에 직접 

정보제공 용이

AIS 중계소를 

활용

통신비용 없음

음영구역 다소 

적음

전송속도 빠름

서비스 커버리지 

양호

전송속도 빠름

망구성 용이

통신비용 없음

단  점

선박용 AIS와 

혼용으로 

트래픽과부하,

보안취약

통신비용과다
서비스지역 확보 

어려움

주파수 확보 필요

주파수 간섭이 

심함

소비전력 과다 

<표 2.7> 무선통신망별 특성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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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 해양기상관측시스템

2.4.1 미국 NOAA의 PORTS

PORTS(Physical Oceanographic Real Time System)는 1980년 5월 미국 플로 

리다의 선샤인 스카이웨이 교각과 컨테이너선과의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제안 

한 해양기상관측시스템이다. <그림 2.9>와 같이 저층계류 및 표층부이식 

ADCP, HF-Radar 등을 이용하여 관측한 조류정보와 기상자료를 종합센터로 

전송 하고, 전송된 자료의 검증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8][9]

<그림 2.9> PORTS의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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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PORTS의 운영 현황도

위의 <그림 2.10>에서는 PORTS의 운영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2.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RTS의 관측항목은 해수위, 해류, 조류, 수온, 염분,

기압, 풍속, 풍향 등이 있다.

<그림 2.11> PORTS의 관측센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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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호주의 BLUElink

호주는 기상청, 해군, 연방과학원이 협력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한 

BLUElink 프로젝트를 통하여 해양 및 기상시스템의 변화, 해양환경 및 안전,

해양순환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해양예측모델링 및 자료 동화를 적용하여 생산된 해양기상예측자료는 

<그림 2.12>의 화면처럼 OceanMAPS (Ocean Model and Analysis Prediction

System)을 통해 호주 전 연안지역의 장·단기 해양예보와 상세 연안지역에 대해 

3시간 또는 6시간 간격의 이미지 표출 및 단기예보를 하고 있다.[10][11]

<그림 2.12> OceanMAPS의 해수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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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일본의 해양관측 현황 

일본은 해양관측에서 해안 부근을 제외하면 이미 선박, 관측부표, 해중 로봇,

해저지진 및 지진 해일계, 잠수정 등에 의한 해상, 해중, 해저 관측 및 

관측위성에 의한 해면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해상의 대기 및 

해면의 파랑, 해면 및 해중의 흐름, 온도, 해수성분, 생물 그리고 해저지형,

지질, 지진 및 지진해일, 자력, 중력 등 조사 목적에 맞게 해역, 측선, 수심,

시기, 시간간격, 정밀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선박과 부표 등에 의한 해중의 관측 데이터와 위성에 의한 해면의 관측 

데이터를 병합하여 광역 그리고 입체적인 관측이 가능하다. 선박에 의한 관측 

예로서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의 심해조사선에 의한 관측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해양관측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 기상청, 수산청, 경제산업성(JOGME

C),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와 대학, 각 현 

의 수산시험소, 해상자위대 등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유한 선박, 위성,

기자재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해양조사회사가 보유한 선박 

등에 의한 관측도 이루어지고 있다.[12]

2.4.4 UN의 GOOS(Global Ocean Obseving System)

전세계 해양 관측시스템(GOOS)은 전 세계의 해양 관측, 모델링 및 해양 변수 

의 분석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GOOS는 해양의 미래 상황의 

예측, 기후 변화의 예측을 통하여 생물 자원을 포함한 해양의 현재 상태에 대 

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 협약, 국가 기상 및 해양 기관, 수로국,

해양 및 연안 산업, 해양 연구원, 해안 관리자, 정책 결정자 및 관심있는 일반 

대중에게 관측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관측장비로는 아르고 (ARGO :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글라이더(Glider), 부이(Buoys)등이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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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ARGO의 해상 설치 화면

위의 <그림 2.13>은 ARGO의 해상 설치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의 <그림 

2.14>는 ARGO의 정보제공을 위한 망 계통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4> ARGO의 망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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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분석

3.1 국내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현황

3.1.1 실시간 해양기상 정보제공시스템

현재 국내 운영중인 5개 지역의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관측정보는 진도 

해양교통시설사무소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에서는 인천, 대산, 목포, 진도, 여수 등의 해양기상신호표지정보를 

진도 해양교통시설사무소에서 통합 모니터링하여 제공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2]

<그림 3.1>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통합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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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은 2007년부터 <그림 3.2>와 같이 목포권역 7개 

소(매물도, 진서말, 대노록도, 외달도, 시하도, 홍도, 가거도), 진도권역 8개소 

(녹도, 하조도 횡간도, 황제도, 어룡도, 여서도, 유도 등부표, 파고부이)를 구축 

하기 시작하여, 2009년 완공하였고, 통신망은 CDMA방식을 적용 하였다.

<그림 3.2> 진도 해양기상신호 정보제공 화면

아래 <그림 3.3>의 인천권역은 2009년 15개소의 항로표지시설(유인등대 4개소,

무인등대 4개소, 등표 4개소)에 각각 AWS (자동기상관측장비 : 풍향/풍속, 기 

온/습도, 기압)를 설치하고, 2개소의 등부표에 유향/유속/수온 등의 관측 정보 

를 항로표지용AIS를 통해 각각 부도 조류신호소 및 갑문 조류신호소에서 각각 

수신 한다. 파고부이는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림 3.3> 인천 해양기상신호 정보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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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권역은 집약관리시스템과 기상신호표지시스템를 통합하여 통합관리시스 

템으로 구축하였고, 현재 해양기상관측센서는 <그림 3.4>와 같이 현재 5개소 

(대산항 제2항로제3호 등부표, 소녀암 등표, 신도타서 등표, 옹도 등대, 파고 

부이)를 운영 중에 있으며, 통신망은 항로표지용 AIS를 적용하였다.

<그림 3.4> 대산 해양기상신호 정보제공 화면

여수권역은 항로표지용 AIS를 이용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였고,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대 1개소, 등표 3개소, 등부표 2개소가 포함된 총 

7개소의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림 3.5> 여수 해양기상신호 정보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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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항로표지명 MMSI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유향 유속 수온
파고
/파향

시정

목포

가거도 440101005 ○ ○ ○ ○ ○

대노록도 440101003 ○ ○ ○ ○ ○

매물도 440101002 ○ ○ ○ ○ ○

시하도 440101007 ○ ○ ○ ○ ○

외달도 440101004 ○ ○ ○ ○ ○

진서말 440101001 ○ ○ ○ ○ ○

홍도등대 440101006 ○ ○ ○ ○ ○

동수도12호 994401000 ○ ○ ○

목덕도 994401017 ○ ○ ○ ○ ○

민어탄 994401024 ○ ○ ○ ○ ○

파고부이 994405011 ○ ○

3.1.2 국내 권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현황

아래 <표 3.1>에서는  국내 권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운영현황을 보여주는 

현황 자료로서, 목포의 경우 총 7개 항로표지시설 모두 기상관측장비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센서)를 운영 중에 있고, 인천의 경우 12개의 항로 

표지시설에 기상관측장비와 2개의 항로표지에 해양관측센서(유향, 유속, 수온 

센서), 파고부이(파고, 파향센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진도는 항로표지시설 7개소 모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였고, 완도향유도 등 

부표는 해양관측센서(유향, 유속, 수온센서)를 추가하여 운영 중에 있다.

여수는 4개소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였고, 삼여등표와 여수중앙A호 등부표,

여수중앙C호 등부표 등에는 시정센서만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대산의 경우에는 옹도등대 등 4개소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였고, 대산2항 

3호 등부표에는 해양관측센서(유향, 유속센서)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2]

<표 3.1> 지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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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항로표지명 MMSI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유향 유속 수온
파고
/파향

시정

인천

부도 994401014 ○ ○ ○ ○ ○

북장자서 994401022 ○ ○ ○ ○ ○

서수도5호 994401001 ○ ○ ○

서포리남방 994401021 ○ ○ ○ ○ ○

석탄부두A 994401018 ○ ○ ○ ○ ○

선미도 994401015 ○ ○ ○ ○ ○

소야도 994401019 ○ ○ ○ ○ ○

소연평도 994401020 ○ ○ ○ ○ ○

소청도 994401016 ○ ○ ○ ○ ○

초치암 994401023 ○ ○ ○ ○ ○

팔미도 994401013 ○ ○ ○ ○ ○

진도

녹도 440103001 ○ ○ ○ ○ ○

어룡도 440103007 ○ ○ ○ ○ ○

여서도 440103003 ○ ○ ○ ○ ○

완도항유도 440103006 ○ ○ ○ ○ ○ ○ ○ ○

하조도 440103005 ○ ○ ○ ○ ○

황제도 440103002 ○ ○ ○ ○ ○

횡간도 440103004 ○ ○ ○ ○ ○

여수

광양항 994402917 ○ ○ ○ ○ ○ ○

삼여 994402928 ○

파고부이 994403008 ○ ○ ○ ○ ○ ○ ○ ○ ○ ○

여수중앙A 994402910 ○

여수중앙C 994402957 ○

여초 994402955 ○ ○ ○ ○ ○

중결도 994402925 ○ ○ ○ ○ ○

대산

대산2항3호 994402880 ○ ○ ○ ○ ○ ○ ○

소녀암 004406463 ○ ○ ○ ○ ○

신도타서 004406464 ○ ○ ○ ○ ○

옹도등대 004415504 ○ ○ ○ ○ ○

파고부이 999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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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 분석

IALA Guideline 1035 에서는 해양교통시설의 운영율에 관한 정의 및 권고 

수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을 기준을 근거로 하여 항로표지시설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15][21]

아래의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ALA Guideline 1035 권고 기준은 카테 

고리별로 항로표지 대상을 정하여 최소 운영율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IALA 운영율 대상과 관리기준

카테고리 운영율 (%) 대  상

1 99.8
육지초인표지등 항해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항로표지

2 99 중요 항로에 설치하는 항로표지

3 97.0 항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로표지 

국내 항로표지시설은 해양수산부 예규 제8호 “해양교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항로 

표지 운영율은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매달 공표하고 있다.[15]

해양수산부 2012년 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항로표지의 운영율은 평균 

99.78%로 조사된 바 있다.

IALA Guideline 1035의 항로표지 운영을 기준으로 본다면 카테고리 1등급 

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은 현재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 

기준이 없으므로, 운영율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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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상기상신호표지시스템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보조서비스의 수단 

이므로 서비스의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객관 

적인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 기준이 없기 때문에, IALA에서 권고 

하는 항로표지 운영율의 기준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로표지별 운영현 

황을 파악하고, 실시간 운영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항로표지용 AIS는 예를 들면, 메시지 송수신 주기를 알면 수신율을 알 수 

있고,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권역 2014년 운영율 보고서를 분석하여, 운영율을 파악 

하고, 운영율이 낮은 원인을 찾아내어, 그에 따른 향상방안을 도출하였다.

운영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파통신환경, 장비의 고장 및 유지보수 

문제, AIS트래픽 과부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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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인천권역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운영율 분석

항로표지용 AIS정보의 송신주기는 IALA 권고에 의하여 매 3분마다 전송하게 

되어 있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상통신이 

수신자에게 몇 회의 수신을 했느냐에 따라 운영율을 산정하였다.[2]

<그림 3.6> 실시간 해양기상신호표지 모니터링 화면

위의 <그림 3.6>은 인천지역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실시간 관측정보와 운

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다. 전체 기상신호표지와 정상운영중인 기상신

호표지, 시스템 장애로 인한 기상신호표지로 구분하여 상태를 표시한다. 기상신

호표지의 좌표, MMSI번호, 수신일자, 관측데이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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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인천지역 운영율 통계보고서 (2014년 4월~ 2014년 9월)

항로표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운영율

민어탄등표 38.3 44.2 44.3 42.8 42.6 42.0 42.9

북장자서등표 64.8 82.1 82.6 82.3 80.8 77.6 80.8

서수도제5호등부표 38.8 47.1 27.7 54.2 47.0 37.2 40.2

서포리남방등표 40.8 54.0 62.0 58.8 64.3 57.0 58.0

석탄부두A등대 70.1 90.5 92.7 94.4 94.1 90.3 91.9

목덕도등대 64.2 79.5 81.0 75.2 78.3 59.1 74.3

부도등대 30.2 39.2 45.7 46.9 59.9 64.2 40.9

선미도등대 74.1 95.4 96.5 96.4 97.4 99.7 96.4

소야도등대 13.8 39.9 42.4 80.5 94.4 93.3 64.0

소연평도등대 60.3 75.4 81.1 75.1 83.6 75.8 76.9

소청도등대 49.2 69.5 72.3 61.5 73.1 47.6 63.1

팔미도등대 69.1 88.7 89.7 81.2 87.3 56.0 81.6

월별 평균운영율 51.1 67.1 68.1 70.7 75.2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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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권역의 운영율 대상으로 유,무인등대 중 부도등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등

대는 <그림 3.6>과 같이 비교적 양호한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등표 및 등부표는 북장자서등표를 제외하고 비교적 낮은 운영율을 

나타내고 있다.

96.4%의 가장 높은 운영율은 나타내고 있는 항로표지는 선미도 등대이고, 서

수도제5호 등부표는 40.2%로 가장 낮은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월에는 비교적 높은 운영율을 보이고 

있고, 4월에는 가장 낮은 운영율을 나타내고 있다.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평균운영율

평균

<그림 3.7> 인천지역 해양기상신호표지 평균 운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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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해양기상관측소별 운영율 분석 및 향상방안

앞서 3.2.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지역 해양기상관측소의 운영율 분석 

결과에 따라 각각 선미도 등대와 서포리남방등표, 석탄부두A호 등대, 팔미도 

등대, 북장자서 등표, 소연평도 등대, 소야도 등대, 소청도 등대, 목덕도 등대 

등은 운영율이 비교적 높고,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서수도제5호 등부표, 민어탄 등표, 부도등대 등은 운영율이 약 50%대 

미만의 낮은 운영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향상방안을 마련하고자,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1) 서수도제5호 등부표

서수도제5호 등부표는 모국인 인천 해양기상신호표지 운영센터에서 약 3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AIS 전파환경은 각각 연평도, 대청도, 살고지 AIS

중계소의 전파가 수신되는 점으로 미루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원설비는 태양전지로 독립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점검 

기록에 따르면 전원설비의 정비 이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수도제5호 등부표가 낮은 운영율을 보인 요인은  등부표의 전형적인 특성인 

유동성과 전원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송수신율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서수도제5호 등부표의 운영율 향상방안은 전원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통신 

간격을 3분에서 10분 등으로 조정하거나, 전원용량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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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어탄등표

민어탄등표는 인천 해양기상신호표지 운영센터에서 약 80km 지점에 위치한 

기상신호표지로서, AIS 전파환경은 덕적도, 연평도, 살고지 AIS중계소에서 양호 

한 수신율을 보이고 있다.

민어탄등표의 전원설비는 75W 2개의 태양전지와 12V 100A 2개의 축전지로 

독립전원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민어탄등표의 시스템 유지관리이력 기록에 의하면 해양기상관측센서의 고장 

정비이력이 잦았고, 전원설비의 불안정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 

났다.

운영율 향상방안은 예방점검 주기를 조정하고, 예비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AIS 송수신주기를 3분에서 10분 등으로 조정하여, 전원 부족 현상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16][28][29]

(3) 부도등대

부도등대는 인천 해양기상신호표지 운영센터에서 66km 지점에 위치한 유인 

등대로서, AIS 전파환경은  연평도 AIS 중계소만이 수신되어, 통신음영이 발생 

될 수 있는 해양기상관측소이다.

전원설비는 유인등대로서 고용량의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월활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원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등대의 유지관리 이력 사항에 의하면 낙뢰로 인한 장애와 통신망의 

불안정으로 인한 장애가 각각 발생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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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등대의 운영율 향상방안으로 CDMA통신망을 이용한 다중통신을 적용 

하여 통신망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16][28][29]

<서수도제5호 등부표 전경> <민어탄 등표 전경>

<부도 등대 전경>

<그림 3.8> 운영율이 낮은 해양기상관측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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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고장분석

인천권역 해양기상신호표지 자국시스템의 고장은 연간 약 1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의 유형은 낙뢰나 해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통신모뎀, 관측센서 및 

GPS안테나등 장비 고장 유형과 전원장치 이상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고장 유형은 데이터로거의 고장으로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년간 5건의 고장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관측센서와 

통신 모뎀의 고장으로서 각각 4건의 고장과 3건의 고장을 나타내고 있다.[16]

<표 3.4> 2012년, 2013년 해양기상관측장비 고장원인 분석자료 

해당

연도

고장

유형

자연

재해

전원

장치

관측시스템 이상

원인

불명
합계

통신

모뎀

데이터

로거

(DU)

관측

센서

GPS

안테나

2012

건수

(건)
2 - 2 3 2 - 1 10

비율

(%)
20 - 20 30 20 - 10 100

2013

건수

(건)
1 1 1 2 2 3 1 11

비율

(%)
9 9 9 18 18 28 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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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IS트래픽 과부하에 관한 분석

AtoN AIS는 VHF 2개 채널을 1분(60초) 단위, 2,250개의 Slot으로 시분할하여 

선택된 Slot을 통해 Packet 단위(One slot)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림 3.9>와 같이 자국 1개소당 AIS 1과 AIS 2 등 2개의 채널에서 4,500slot

확보가 가능하다.[4]

A B C C EA

C B A ACB

AIS 1

AIS 2

26.67㎳

1 Slot = 256 Bits

2250 Slot

60 Seconds

A B C

<그림 3.9> AIS 프레임 구조

AIS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 AIS 통신 다중화 방식인 TDMA에서 사용하는 

통신 슬롯이 폭주하게 되어, AIS통신망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IALA에서는 한 채널에서 AIS가 사용하는 2,250개의 통신 슬롯이 50%를 

초과하고, AIS 통신범위인 50마일 안에서 375척 이상의 선박이 운항 할 때 

통신과부하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7][32]

SOLAS협약에 의한 AIS 의무탑재 및 최근 항로표지용 AIS의 구축으로 인하여 

AIS 트래픽 과부하는 AIS 통신장애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13년 11월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부산, 여수, 대산, 목포의 AIS 슬롯 점유 

율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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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그림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선박 

에서 550척, 항로표지용 AIS는 4개소에서 수신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0> 부산 AIS 트래픽 자료 화면

<표 3.5>에서 보여주고 있는 총 15회의 AIS 주파수 슬롯 점유율을 측정한 결

과, A, B채널을 합하여 분당 4,500개의 슬롯 중 평균 1,636개의 정보를 수신하

고 있고, 이에 따른 슬롯점유율은 약 36.36%로 나타났다.

이는 IALA의  AIS 트래픽 과부하 기준에 못미치는 슬롯점유율을 보이고 있

지만, 선박의 550척 AIS 정보수신과 74.65%와 69.43%의 슬롯포화율은 AIS 통

신 환경에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TU권고 1371-4에 따르면 슬롯점유율 못지 않게 채널별 총 슬롯 수에서 여유

슬롯을 제외한 슬롯 점유율울 계산한 슬롯포화율은 AIS트래픽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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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부산 AIS 트래픽 분석 결과

측정

시간

통신슬롯수(개)

(채널A+채널B)

슬롯 사용

(점유)율(%)

여유슬롯(개) 슬롯포화율(%)
비고

채널A 채널B 채널A 채널B

1차 1,668 37.51 567 633 74.80 71.87

~ ~ ~ ~ ~ ~ ~

15차 1,630 36.22 614 651 72.71 71.07

평균 1,636 36,36 570 687 74,65 69,43

나머지 측정 지점의 슬롯점유율은 각각 목포의 경우 10.47%, 여수 12.99%,

대산은 5.3%를 나타내고 있다.

AIS 슬롯점유율이 위의 측정 결과와 같이 평균값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최대일 때 임계치를 초과하게 된다면 통신장애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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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 향상 및 개선방향

4.1 다중통신망을 활용한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검토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은 항로표지용 AIS 기반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므로 항로표지에서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을 적용하여 한 개의 통신망이 

두절되었을시 두 개 이상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중통신망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항로표지 다중통신망은 AIS, WCDMA, WLAN, Wibro, USN 등 유무선 

복합망으로써, 항로표지의 기능과 위치, 특성,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항로 

표지들은 다양한 통신방식을 통하여 통신망에 접속된다. 본 정보들은 각 

통신망을 통해 해안의 기지국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AIS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18][22]

<그림 4.1> AtoN AIS기반의 다중통신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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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개요

전파를 송신하는 기지국의 정확한 통달범위와 주변 전파 장애물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와 동일한 조건의 기지국을 설치하고, 역시 실제와 동일한 조건 

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이는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무선통신공학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파에 대한 연구 또한 

현재 수준으로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신뢰를 갖는 분석기술이 구현 

되었으며, 이로써 매우 저렴한 비용과 현저히 단축된 시간 내에 무선통신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통신방식의 주파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전파경로의 구성가능 

여부는 거리, 안테나 높이, 구간장애에 의해 좌우된다. 보통 VHF 대역에서는 

가시거리까지 전송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쪽의 안테나 높이가 낮은 

경우는 가시거리권 내라 하더라도, 지구 구면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여 통화로 

구성이 안되는 측정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경로구간에 약 200m가 넘는 산악지형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통화로 구성이 가능할 경우가 있으며, 경로구간이 가까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장애물은 통화로 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각각의 

통신망의 전파 특성은 장애물에 따라 회절하고 지형에 따라 반사되기도 하며 

지구 구면에 의한 감쇄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전파전파의 특성은 경험적으로 예시된 수식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ITU에서 권고하는 수식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시뮬 

레이션을 할 수 있다.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전파경로를 예측하고 현장 

조사를 통한 실측을 병행 함으로서 해당 통신망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최적의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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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HF/UHF 대역의 전파특성

가) 직접파

전파경로상의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직접 수신되는 가시거리(Line of sig

ht)형태의 전파로 이상적인 경로구성이 가능하다.

나) 반사파(지형에 의한 반사파)

반사파는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지에서 반사되어 수신안테나에 

도달하는 전파의 형태로서 주변의 산악지형, 계곡지형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주로 산악지형에 이용되고 있다.

A

B

First Fresnel Zone

직접파

반사파

<그림 4.2> 직접파와 반사파 형태

다) 회절파

VHF 이상의 전파는 산악이나 건물 또는 해면을 포함하는 대지면에서 회절 

되어 가시거리가 아닌 구간이라도 전파가 도달하는 지구표면의 회절현상에 

의해 경로구성이 가능하다.

라) 전송손실 계산

VHF 대역 경로분석에서 전송손실계산은 일반적으로 직접파의 가시거리 (Line

of sight)형태로 자유공간손실(Free Space Loss)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전파경로 

상의 지형지물로 인한 회절손실을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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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유공간(Free space) 전송손실

아래 <그림 4.3>의 어느 한 지점에서 발사된 전파가 그로부터 멀거나 가까이

떨어진 다른 지점에 도달하는 전파의 수신레벨은 자유공간을 기준으로 할 때,

두 지점간의 구간거리와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유공간 전파손실의 개념은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만 성립된다.[31][33]

<그림 4.3> 자유공간 손실 개념도

위의 <그림 4.3>과 같이 송신과 수신지점이 모두 다 자유공간인 상태에서 P

watt의 송신출력으로 전파를 발사하는 등방성안테나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d

meter지점에서의 전계강도 E는 (식 4.1)과 같이 된다.

 =  [v/m]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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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간손실은 (식 4.2)와 같다.

 =      (4.2)

 : 자유공간손실, F : 사용주파수 [GHz], D : 구간거리 [Km]

바) 회절손실

VHF이상의 통신망에서는 가시거리 통신을 기본으로 하지만 VHF대를 이용

하는 육상이동통신에서와 같이 반드시 그러하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전파경로상 지형지물로 인한 회절손실을 계산하여

분석하게 된다.[31]

(2) 전파분석 프로그램 (Simulation Tool)

전파경로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적용한 전파분석 프로그램은 GIS를 기반으로

한 전파경로분석 프로그램으로서, 지형단면도(Profile), 전파(경로) 손실, 링크

버짓 등을 표현한다.

ITU-R P.526-12를 바탕으로 주파수 대역 경로손실(자유공간손실, 회절손실등)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회절손실은 knife-edge diffraction(single)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multi edge diffraction은 Epst ein-Peterson 방식을 사용한다.[31][33]

(3) 전파 예측 모델의 적용

전파전파의 예측방법은 전파가 수신점에 도달되기 까지는 실제로 많은 변수가

포함되는 관계로 정확하고 또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예측 모델을 개발 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전파모델은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제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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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전파 분석 프로그램의 활용

- 프로그램 명칭 : VHF/UHF 경로분석 프로그램 , RSGIS 2.0

- 유효 주파수 범위 : 30Mhz ~ 3Ghz

- 1:1, 1:N에 의한 다중경로분석

- 2D, 3D의 지형 Database 이용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전파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천권역의 월미도 AIS

기지국과 해당 권역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간에 현재 사용되는 AIS 통신방식 

외에 WCDMA, TRS, WLAN(2.4G) 대역의 통신망을 적용하여 전파시뮬레이션 

을 통해 전파환경을 검토하여 보았다.

해당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대상 국소는 <그림 4.4>와 

같이 팔미도 등대, 석탄부두A호 등대를 표본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전파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은 실험 기준이 되는 월미도 AIS 중계소에서 팔미 

도 등대간 AtoN AIS, TRS, WCDMA, WLAN 등의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전파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각의 통신의 구성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월미도 AIS중계소에서 석탄부두A호 등대 구간도 동일한 방법의 실험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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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AIS 중계소 전경>

주소 인천시 중구 중구 북성동1가 산2-16

현황 월미도 AIS중계소(해안국)

위치 N 37˚ 28' 14" / E 126˚ 36' 1"

고도 70m

전원 설비

주전원설비 AC 상전
보조전원 UPS, 축전지, 비상발전기

기지국 제원

일반현황 해양수산부 M/W중계소
AIS 기지국용 AIS

MMSI-No -

최초 설치일 2006. 10. 31

<팔미도 등대 전경>

주소 인천시 중구 무의동 산 374

현황 팔미도 등대 (유인등대)

위치 N 37˚ 21' 29.8" / E 125˚ 30' 38.9"

고도 85m

전원 설비
보조전원 AP-1215 디지털충전기
축전지 12V 100Ah 2ea

등명기 
등명기 N/A

AtoN AIS eMarine e-AtoN AIS

MMSI-No 004405000

최초 설치일 2009. 10. 30

<석탄부두A호등대 전경>

주소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현황 석탄부두A호 등대 (무인등대)

위치 N 37˚ 26' 18" / E 126˚ 35' 13"

고도 11m

전원 설비
보조전원 AP-1215 디지털충전기
축전지 12V 100Ah 2ea

등명기 
등명기 N/A

AtoN AIS AtoN AIS

MMSI-No 004405005

최초 설치일 2009. 11. 04

<그림 4.4>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대상 국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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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시뮬레이션 실험 입력 조건

- 기지국 ID, 좌표 입력

- 사용 주파수

- 사이트 해발고

- 안테나 이득, 종류, 높이 

- 송신 출력

4.1.3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위의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월미도 AIS 중계소에서 

팔미도 등대 구간의 수신전계 강도 값은 아래 <표 4.1>과 같이 AtoN AIS는 

-67.756dBm, TRS는 -78.966 dBm, WCDMA는 -86.030 dBm, WLAN은 -88.534

dBm으로 나타났다.

<표 4.2>에서 보여주고 있는 월미도 AIS 중계소에서 석탄부두A호 등대 

구간은 AtoN AIS는 -67.756dBm, TRS는 -78.966 dBm, WCDMA는 -86.030

dBm, WLAN은 -88.534 dBm 등으로 나타났다.

전파분석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냈듯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충분한 마진을 보이 

고 있으며, 전파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전파의 특성은 계절의 변화, 온도의 변화, 전송구간의 지형지물 변화 등 

여러 환경에 따라 전송로 구성환경도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의 특성과 

성능에 따라 주변의 잡음환경에 따라서도 변화된다.

따라서, 구축되는 시스템에 따라 통신망의 최적화는 꼭 필요하며 전송망의 

우회경로도 최소화 되도록 하여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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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실험조건)
AtoN AIS TRS WCDMA WLAN

주파수

대역
160Mhz 800Mhz 1.8Ghz 2.4Ghz

송신출력 20mW 20mW 20mW 20mW

송수신

거리
14 Km 14 Km 14 Km 14 Km

운영여부 운영중 가상 가상 가상

시뮬레이

션결과 

화면

수신 

전계강도
-67.756 dBm -78.966 dBm -86.030 dBm -88.534 dBm

자유공간

손실
99.9 dB 114.0 dB 121.0 dB 123.534 dB

회절손실 102.756 dB - - -

총 손실 102.756 dB 114.0 dB 121.0 dB 123.534 dB

경로분석 

결과

(Path

Profile)

월미도-팔미도 구간 전파전파의 경로분석은 약 14km거리에 800

Mhz대의 TRS주파수 대역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경로상에 전파 장

애물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됨.

<표 4.1> 월미도-팔미도 구간 통신망별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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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실험조건)
AtoN AIS TRS WCDMA WLAN

주파수

대역
160Mhz 800Mhz 1.8Ghz 2.4Ghz

송신출력 20mW 20mW 20mW 20mW

송수신

거리
3.7 Km 3.7 Km 3.7 Km 3.7 Km

운영여부 운영중 가상 가상 가상

시뮬레이

션결과 

화면

수신 

전계강도
-53.065 dBm -78.966 dBm -74.108 dBm -76.608 dBm

자유공간

손실
88.1 dB 114.0 dB 109.1 dB 111.6 dB

회절손실 - - - -

총 손실 88.065 dB 114.0 dB 109.108 dB 111.6 dB

경로분석 

결과

(Path

Profile)

월미도-석탄부두A호등대 구간 전파전파의 경로분석은 3.7km거리에 

800Mhz대의 TRS주파수 대역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경로상에 전파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됨.

<표 4.2> 월미도-석탄부두A호등대 구간 통신망별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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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1>과 <표 4.2>에서 나타내어진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약 

-90dBm 이하인 신호세력은 통신이 불가한 것으로 분석한다면, 팔미도 등대는 

타 무선 통신망 중 WLAN망을 제외한 AIS, TRS, WCDMA 통신이 가능하며,

(송수신 직선거리 약 14Km), 석탄부두A등대는 AIS, TRS, WCDMA, WLAN망 

모두 양호한 통신망의 구성이 가능 (송수신 직선거리 약 4Km)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위의 실험(전파분석 시뮬레이션)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서 지역적인 

영향 혹은 기술적인 문제로 하나의 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다중 통신 

모듈을 이용함으로써 통신장애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안에 많은 섬들과 지형적인 특성으로 항로표지용 AIS 신호가 간 

섭을 받아 통신환경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CDMA 통신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인근의 AIS 중계국으로 재전송할 수 있으며,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지역 

등과 같이 CDMA 통신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VHF 혹은 AIS 기반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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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비고장에 대한 대책 및 예비품 확보 방안

인천권역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장비고장은 연간 약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고장원인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서(2013.

11. 11)에 따르면 해양 관측센서이상, 데이터로거 불량, 모뎀 불량 등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상신호표지시스템이 설치되는 해상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분석될 수 있다.[16]

보고서에 수록된 예비품 및 추가 필요수량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 필요수량

구분 모델 보유수량 필요수량 예비품 보유기준 비고

풍향/풍속 센서 RMY05106 1 3 설치수량의 20%

기온/습도 센서 HMP155A - 3 설치수량의 20%

기압 센서 PTB210 2 1 설치수량의 20%

해양 센서 DCS4100R 1 0 설치수량의 100%

데이터로거(DU) G_Agnes007 - 3 설치수량의 20%

AtoN AIS모뎀(MU) Type 3 - 3 설치수량의 20%

GPS안테나 GA-660 1 3 설치수량의 30%

전광판 RGM-2단9열 - 1 설치수량의 30%

충전기 AP1215 - 2 설치수량의 30%

위의 <표 4.3>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장비불량에 의한 장애시 긴급 복구 

대책 을 수립하여 정상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통계적으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비 및 

국내에서 조기 조달이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는 충분한 예비품의 확보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

위의 <표 4.3>의 내용은 예를들어, 풍향/풍속 센서의 경우 예비품 보유기준이 

20%이므로, 3개의 예비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현재 재고량이 1개뿐이라 

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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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IS 트래픽 과부하 문제의 기능 개선

AIS 탑재선박의 증가, AIS 정보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증가로 인하여 AIS

통신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S 트래픽 폭주로 인하여 

정보서비스가 제한될 경우 선박의 운항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AIS 통신부하의 조절을 위한 대책은 해결하여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AIS 기지국장치의 통신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물리적인 방안으로 IALA에서는 

기지국에 설치된 안테나의 고도를 낮추거나 섹터로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선박을 그룹으로 관리하여 전송주기를 늘리거나 송신출력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 외에도 AIS 통신 과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슬롯의 

재할당 및 AIS 메시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통신부하의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실시간 AIS 메시지분석을 통하여 대상 메시지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SW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되어 있거나, 기능 개선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 툴을 

활용하면 AIS 기지국당 분당 최대슬롯 점유율을 40%대로 낮출 수 있다.

아래의 <표 4.4>는 2012년도에 실시한 AIS중계소의 슬롯 점유율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2]

<표 4.4> AIS중계소 슬롯 점유율 측정결과

기지국명
사용중인 통신 

슬롯수
최대 점유율(%) 측정일자

제주 세오름 1,925 ~ 1,997 44 ‘12.11.08

부산 엄광산 1,658 ~ 1,833 41 ‘12.11.14

여수 오동도 1,119 ~ 1,381 31 ‘12.11.22

최근 IALA에서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VDES(VHF Data Exchange

System:초단파 데이터 교환시스템)의 채널별 주파수 할당으로 AIS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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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연안 해역 중요지점의 해양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해양기상신호 

표지시스템은 선박 및 조업어선 등의 해양교통 안전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CT 기반으로 통합하여 선박뿐만 아니라, 낚시 및 해양레저를 즐기는 

일반인에게도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편안하고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 안전, 해양산업발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을 분석 

하고, 그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은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 해역을 항해 

하는 선박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서, 자국시스템과 

모국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통신 방식은 항로표지용 AIS와 CDMA, VHF, TRS

및 위성통신을 사용하며, 진도/목포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은 CDMA를,

인천·대산·여수 시스템은 항로표지용AIS 통신망을 사용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해외의 해양기상관측시스템으로는 미국의 PORTS(Physical Oceanographic

Real Time System), 호주의 BLUElink, UN의 GOOS(Global Ocean Obseving

System)등이 운영 중에 있다.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을 분석하려면 운영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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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째, 해양 

기상신호표지시스템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에 따라 전파의 음영발생 및 전파 

통신 환경의 차이점이 있다. 둘째, 해양기상관측센서 이상, 데이터로거 불량,

통신모뎀 및 안테나 불량 등으로 인한 장비의 고장을 들 수 있다. 셋째, AIS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정보서비스의 제한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권역 12개소 해양기상신호표지의 2014년 4월부터 9월 

까지의 운영율을 표본으로 하여, 특히 운영율이 낮은 기상신호표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천권역 12개소 기상신호표지 중 약 50% 미만의 낮은 운영율을 

보인 기상신호표지는 서수도제5호 등부표, 민어탄 등표, 부도등대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서수도제5호 등부표와 민어탄 등표는 전원공급의 불안정과 

유지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나타났고, 부도등대의 경우에는 무선통신환경의 

불안정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율 향상방안으로 하나의 통신망이 아닌 다중통신망을 사 

용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시스템으로써 운영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장비의 고장문제는 긴급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상시 정비할 수 있는 유지보 

수 체계가 필요하며, 통계적으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비의 예비품 

확보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AIS트래픽 과부하에 대한 문제는 AIS메시지 분석프로그램를 활용하거나, VD

ES(VHF Data Exchange System : 초단파 데이터 교환시스템)에 의한 해상VHF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AIS의 트래픽 점유율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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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운영율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며, 항로의 위험도, 선박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인 서비스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권역의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에 한정하여 운영율을 분석 

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타 권역에서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해양 

기상신호표지시스템의 장기간 데이터를 취득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한계 및 범위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사료된다.

다만, 인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장 보완이 시급한 해양기상신호표지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선정하고, 통신망은 다중통신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검증(테스트베드)을 통해 입증이 되면, 기상신호표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투자 

및 운영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에 필요한 해상무선 통신기술 

개발, 차세대 디지털 해상무선통신체계 구축, 위치기반 원격운항 모니터링 기술 

등의 기초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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