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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uman-Centered Design Method Aimed at 

Improving Functions of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of Ship

Lee, Bo Kyeong

Department of Navigation System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Under the goal of ensuring ship safet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been focused on implementing e-Navigation, modernizing the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 and advancing ship navigation systems by adop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Internet of Things (IoT). At the same time, even now, 

users are able to utilize information on own ship, target, Marine Safety Information (MSI) 

and navigation area in an integrated manner based on chart data thanks to on-board 

navigation equipment such as RADAR and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As such, we are observing the sophistication of navigation equipment on the back 

of automation, integration and digitization. Changes of the on-board environmen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ritime safety due to increased level of work efficiency, ease of acquiring 

information and timely provision of support from the 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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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IS, which is currently used in linkage with various other on-board equipment to 

provide complex information, has been the subject of several analyses. The system has been 

found to have problems during use such as occurrence of system errors unexpected when 

applying new integrated navigation equipment to ship, display of unnecessary information 

and alarms and lack of user convenience features.

With automation, integration and digitization of navigation equipment, information offered 

to users may become complex and cluttered. Thu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multiple 

information, reliability and visual identifiability of information must be guaranteed. Also, to 

help users leverage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in a way that fits their 

needs according to maritime policies to be implemented,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required by users, definition of relevant services, development of database and setup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on-shore facilities need to be carried ou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human-centered design method to improve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suppor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navigation officers during ship operation as well as safe navigation. To this end, information 

currently used aboard to achieve ship safety was analyzed to identify problems of use and 

derive methods for improvement.

The human-centered design of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able to provide navigation officers with essential information that is reliable and visually 

identifiable as well as convenience features that reflect user needs. In this study, 

information and features required for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by 

existing institutions were identified and problems that arise during use were derived through 

analyses of incidents and anomalies and user assessment. Also, features improved by 

reflecting user needs were proposed as alternatives to identified problems to develop the 

human-centered design. In the end, a display interface that indicates several information of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was designed, from which the final system 

was built to monitor ship operation from the shore based on policies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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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specifies the definition of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along with 

the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methodology of study.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is a system with equipment and devices that enable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outside a ship, providing external and internal information required for safe 

navigation in connection with other navigation equipment and efficiently displaying 

information process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user. ECDIS and RADAR currently used 

aboard are also integrated in the sense that they offer processed information in link with 

other navigation equipment. Still, while serving their specific purposes of meeting the chart 

carriage requirement and assisting in collision avoidance, they fail to furnish every 

information needed for navigation safety. Thus, they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sufficiently-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To qualify as a 

human-centered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the integration of ship 

information should turn out only essential information required for safe navigation that 

enables easy passage planning, navigation according to plan and change of plan, rather than 

random, complex and hard-to-identify information.

Chapter 2 introduces an analysis on carriage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standard of navigational communication equipment required by the IMO and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It highlights how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is used aboard through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and identifies 39 different types of essential information. Additionally, the 

chapter details the progress of e-Navigation implementation and GMDSS 

modernization review and the future direction for developing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Chapter 3 covers the level of impact that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used aboard has on safe navigation. It also provides an analysis on marine 

casualties and discovered anomalies regarding the use of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revealing problems that arise during system usage. A survey 

was conducted on users, seafarers that board ships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and to-be seafarers that have 

completed relevant maritime training and education, to devise the method of 

human-centered design. The Kano model was applied to the result of the survey 

to analyze the quality attributes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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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cases of marine casualties related to the use of ECDIS, an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that took place between 2007 and 2013 were 

analyzed. Identified causes included lack of user understanding on ECDIS 

equipment, incomplete display setting by user, incomplete safety setting by user, 

use of small-scale chart and omission of updates. They were found to culminate in 

issues such as inappropriate route planning and limited use or omission of 

information. Systemic problems with equipment or service were failure of ECDIS to 

sound alarms and omission of information by the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itself. 

Of anomalies of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types of failure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included inability to correctly display symbols for 

IMO-approved features, incorrect display of foul areas and obstructions, inability to 

display stranded/dangerous wrecks and obstructions, inability to clearly display small 

(point) land areas on small-scale charts, incorrect display of colored arcs of light 

sectors, inability to correctly display time variable data, tidal stream data not 

available in usable form, inability to display characters and numbers and error in 

display of foul area. Information displayed, but in an unclear manner included 

screen clutter and unnecessary alarms and indications.

A user survey on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that can be used as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of ships was conducted. The result 

showed that improvements required for existing systems were provision of essential 

information, visual identifiability of information and convenience of use. 

User survey and analysis by Kano model were carried out on the 39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of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identified 

from the IMO and IEC performance requirements analysis. As a result, information 

required for collision avoidance had one-dimensional quality attributes. Those 

related to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target loss alarm, line of position 

display and software maintenance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level of must-be 

quality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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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original for navigational charts 

such as setting of safety depth, reading of tracked target information, comparison 

of route planning and serving as an interface to information from other equipment 

were discovered to have attractive quality attributes that could raise the level of 

user satisfaction. Display of information that is not directly related to safe 

navigation such as RADAR overlay,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standard symbols, target metadata, interface with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and System Electronic Navigation Chart (SENC) were shown to 

have negative quality attributes.

In Chapter 4, two ways of improving the problems of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pointed out in Chapter 3 are proposed. First, in order to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and increase the level of visual identifiability, navigation area should be 

divided into ocean, coast and in-port, the scale of which are set as 1: 350,000 or below, 

from 1: 30,000 to 1: 349,999, and 1: 29,999 or above, respectively. Also, if the depth is 

100m or deeper for the navigation area of an ocean, the contour interval is suggested to be 

a minimum 50m. As for coastal navigation areas, the contour interval is proposed to be 1m 

for the depth between 10m and 25m, and 10m for the depth of between 30m and 100m. 

The contour interval for the in-port navigation area should be 0.1m for a depth of between 

10m and 25m, and 1m for a depth of 10m or shallower. Every piece of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e standard display mode and all other display modes of ECDIS should be in the 

form of images rather than characters in principle. Additional information in the form of 

characters and numbers should be displayed when a certain object symbol is selected or 

through a one-button method by creating new icons. 

The second proposal is to enable changes in route plans by entering a certain 

distance from the area that is to be avoided or applying conditions such as 

altering course, thereby improving convenience for navigation officers. This helps 

ships reflect MSI including meteorological data and information on search and 

rescue or maritime drills of the navy received from Enhanced Group Call (EGC) or 

Navigational Telex (NAVTEX) messages by using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contributing to safe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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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art of the study, a display interface to confirm the information of own ship 

on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was designed and installed on 

HANNARA, a training ship of the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The 

system was built to monitor on shore the safe navigation status of ship via LTE 

and 3G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in an actual navigation environment. Tests 

were run to check data transmission through the currently-used communication 

network and if the navigation status of ship could be monitored from shore. It was 

concluded that data transmission was sufficiently stable to monitor the operation 

status in real time from the shore based on a commonly-used mobile 

communications network.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akes the view of navigation officers, not 

equipment, in identifying problems of using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through various ways and proposing a human-centered design method as an 

improvement to achieve safe navigation. Further studies will be required to 

develop an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complete enough to realize 

safe navigation and one that considers current problems as well as policies of 

e-Navigation implementation and GMDSS modernization. The ultimate goal is 

designing essential and convenient features centered on users and implementing 

every improvement that has been proposed to develop a single system capable of 

monitoring ship operation, the result of which will be sent to shore. In the futu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advancing research on 

automation of autonomous ships. 

KEY WORDS: e-Navigation Implementation 이내비게이션 이행; GMDSS Modernization 

Review GMDSS 현대화 검토; Ship Safety 선박안전; Human-Centered Design 사용자중심설계; 

Kano Model 카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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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MO에서는 2006년 제 81차 MSC 회의에서 e-Navigation의 이행 계획을 시작하고 

2012년 제 90차 MSC 회의에서 GMDSS 현대화 검토 및 현대화 작업 계획에 대해 

승인하였다.[51] 2007년 제11차 COMSAR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GMDSS의 현대화와 함께 

이를 e-Navigation의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써 활용할 것을 고려하자는 의제를 

제출하였다.[13] 2014년 제1차 NCSR 회의에서는 프랑스 및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GMDSS 현대화 검토와 e-Navigation 이행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61] 이러한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현대화에 따라 해상 디지털 

방송을 위해 NAVDAT 및 VDES와 같은 새로운 통신 방법이 등장하였고 해상에서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최근 SOLAS 규정을 따르는 500GT 이상의 여객선, 3,000GT 이상의 화물선들은 본래 

해도시스템으로서 사용하던 종이해도를 대신하여 ECD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34] ECDIS는 적절한 백업장치와 함께 SOLAS 해도 요건을 만족하는 

항해정보시스템으로서 해도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장비들과 연동하여 자선 정보, 

상대선 정보, 항행구역 정보 등 항해와 관련된 정보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40] 

이러한 ECDIS의 등장으로 과거에 개념적이던 단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표시되는 선박 

항행정보의 통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였다.

현재까지의 선박 항해장비는 RADAR 또는 ECDIS의 이용과 같이 자동화, 통합화, 

디지털화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ICT, IoT 적용과 함께 e-Navigation 이행 및 GMDSS 

현대화 정책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처럼 선박에서 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복합적,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상 환경의 변화는 업무 효율 증가, 정보 획득 

용이, 시기적절한 육상 지원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해상안전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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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선박에서 사용되는 ECDIS의 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다양한 장비와 연동되어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오류 발생, 과도한 정보와 불필요한 알람의 제공, 사용자 편의 기능의 

부재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비의 통합화, 자동화,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복잡하고 산만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통합 과정에서 정보의 신뢰성과 식별성이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적용될 해양 정책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수립할 때, 사용자 중심의 

항해필수정보를 식별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정의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환경 및 육상 기반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항해 중인 선박에서 항해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중심설계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이란 선박의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다른 항해장비와 연동되어 항해안전에 필요한 내·외부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에 따른 가공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재 

선박에서 사용되는 ECDIS와 RADAR도 다른 항해장비와 연결되어 가공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된 항해정보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항해안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각각 해도시스템과 충돌예방시스템이라는 

고유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시스템 통합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이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는데 있어 복잡하고 식별하기 어렵도록 무분별하게 집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해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만을 제공하고 항해 계획·이행·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중심설계를 위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통합 사용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Fig. 1-1은 개선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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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Study Concept Aimed at Improving Functions of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System 

e-Navigation 이행 정책과 GMDSS 현대화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RADAR와 

ECDIS보다 더욱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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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 개발에는 항해사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필수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해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요구된다.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필수 정보를 알아보기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으면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이동 중인 선박이 긴급한 순간에 처했을 때 항해안전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항해사가 상황에 따라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 사용자중심설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공되는 필수 정보는 

선박이 처한 항해 상황을 평가하여 긴급 시 항해사에게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선박안전과 업무 효율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1.2 연구 범위와 수행 방법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중심설계 방안은 선박의 항해환경에 따라 항해사에게 

신뢰성과 식별성이 보장된 필수적 정보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사용되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도상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와 기능을 구분하고 현재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고사례 분석, 이상현상 분석, 사용자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된 기능을 

제안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설계 방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이행될 

정책을 기반으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일부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고 실제 항해 중인 선박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박의 운항상태를 육상에서 

모니터링하였다. 

Fig. 1-2는 개선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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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low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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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제 2장에서는 현재 선박에서 통합항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비로서 RADAR, ECDIS, GMDSS 통신 장비에 대한 IMO와 IEC의 성능요건을 분석하여 

선박에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정보를 식별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해상에 적용될 

e-Navigation 이행 및 GMDSS 현대화 검토 정책에 따른 정보와 시스템의 통합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선박에서 사용되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사고사례와 보고된 사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해사를 

대상으로 통합항해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설문 및 Kano 모델을 이용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사용자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항해에 필요한 필수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편의적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사용자 중심의 설계 방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자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시스템을 탑재하여 실제 항해 환경에서  LTE 및 3G 

모바일 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상태를 육상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되어 상황에 

따라 항해사에게 필수적인 정보만을 편리한 기능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현대화 정책에 

따라 개발될 무인자동화 선박의 기초 연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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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기능 분석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해서는 항해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항해장비와 항해장비에 

내부적·외부적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장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Fig. 2-1은 안전 

항해에 필요한 내부적·외부적 정보의 출처와 수신빈도 및 주기를 나타낸다. 

Fig. 2-1 Classific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내부적 정보는 자선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GNSS, LOG, GYRO 세 가지 센서와 

상대선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RADAR/ARPA, AIS를 의미하고 외부적 정보는 NAVTEX 

수신기를 통해 수신되는 NAVTEX 메시지와 INMARSAT-C를 통해 수신되는 EGC 메시지 

형태의 MSI 및 항행하는 해역과 항만에 관한 해도 및 간행물 정보를 나타낸다. 이 

외에도 선박에서 어떤 장비와 연동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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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 센서와 RADAR, AIS는 정보는 해당 장비에 의해 

초단위로 비교적 빈번하고 규칙적으로 제공된다. 반면 외부적 정보에 해당하는 MSI는 

정보 제공자인 육상 송신국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지만 수신하는 

선박의 입장에서는 장비 설정 및 이동 해역에 따라 반드시 규칙적으로 제공받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신 주기는 불규칙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부적 정보에 

해당하는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및 간행물 정보는 사용자가 원하거나 수신 여건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수신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불규칙적이다.  

이 장에서는 선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항해통신장비를 통해 내부적·외부적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IMO와 IEC에서 요구하는 항해통신장비의 

탑재 요건과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필수적인 항해통신장비 중 Fig. 2-1에서 1번부터 

9번까지의 정보를 모두 표시할 수 있는 RADAR와 ECDIS, 6번과 7번의 MSI를 수신할 수 

있는 GMDSS 통신장비를 대표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현대화 검토에 대한 진행 상황을 

조사하였다.  

2.1 항해장비의 운용요건

2.1.1 IMO의 RADAR 운용요건

RADAR의 본래 목적은 상대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로 자선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상대선을 탐지하고 되돌아오는 전파의 방향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능을 한다.[36] 이에 ARPA 기능을 추가하여 자동으로 

상대선을 추적하여 자선과 상대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RADAR는 SOLAS 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선박에서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필수 항해장비이며 최근에는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AIS와의 연동, ENC 표시, 항로계획 수립 등 안전한 항해에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겸비하기도 한다.      

RADAR의 성능표준은 2004년 12월 MSC 79차 회의 보고서 Annex 34의 의결서 

MSC.192(79)에 의해 채택되었다.[28] 이 중 운용 요건은 Table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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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tent No. Content

1 Frequency 19 Azimuth Stabilization

2 Radar Range and Bearing Accuracy 20 Display Mode of the Radar Picture

3
Detection Performance and 

Anti-clutter Functions
21 Off-Centering

4 Minimum Range 22 Ground and Sea Stabilization Modes

5 Discrimination 23 Target Trails and Past Positions

6 Roll and Pitch 24 Presentation of Target Information

7
Radar Performance Optimization and 

Tuning
25 TT and Acquisition

8 Radar Availability 26 AIS Reported Targets

9 CCRP 27 AIS Graphical Presentation

10 Display Range Scales 28 AIS and Radar Target Data

11 Fixed Range Rings 29 Operational Alarms

12 VRM 30 AIS and Radar Target Association

13 Bearing Scale 31 Trial Manoeuvre

14 Heading Line 32
The Display of Maps, Navigation 

Lines and Routes

15 EBL 33 The Display of Charts

16 PI 34 Alarms and Indications

17
Offset Measurement of Range and 

Bearing
35 Integrating Multiple Radars

18 User Cursor

Table 2-1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RADAR System Adopted by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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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의 RADAR 운용 요구사항은 Fig. 2-2와 같이 크게 충돌 방지를 위한 기능과 

RADAR 편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Fig. 2-2 Collision Avoidance Functions and Additional Functions of RADAR

충돌 방지를 위한 기능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RADAR 고유 목적에 대한 기능으로 

1번부터 25번까지의 기능과 30번의 기능이 이에 해당된다. RADAR 편의 기능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RADAR를 이용한 항해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26번부터 29번, 31번부터 35번까지의 기능이 

이에 해당된다. 

충돌 방지를 위한 기능은 RADAR 장비를 최적화하여 상대선의 정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필수 기능과 충돌 위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 기능으로 나뉠 수 있다. 충돌 방지를 위한 필수 기능은 1번부터 

10번, 13번, 19번, 22번, 24번, 25번, 30번 이에 해당되며 충돌 방지를 위한 보조 기능은 

11번, 12번, 14번부터 18번, 20번, 21번, 23번이 해당된다. 

RADAR의 편의 기능은 다른 장비,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도, AIS,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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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추측 항법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하고 경고를 통해 정보나 시스템에서 

판단한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다. 이는 AIS와 관련된 26번부터 29번, 

경고와 관련된 29번과 34번, 항로와 해도에 관련된 32번과 33번, 그 외 시험 및 다중 

레이더 활용에 대한 31과 35번의 기능이 이에 해당된다. 

2.1.2 IEC의 RADAR 운용요건

IEC는 해사항해통신장비 및 시스템, 선박에 탑재되는 RADAR의 시험 방법과 

요구되는 시험 결과 및 성능요건에 대해 2013년 10월 개정 발행하였다.[28] IEC에서 

요구하는 RADAR 성능요건은 IMO에서 요구하는 성능표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IMO의 성능표준에서는 RADAR의 기능을 Fig. 2-2와 같이 크게 충돌 방지를 위한 필수 

기능과 편의 기능 두 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충돌 방지를 위한 필수 기능, 충돌 

방지를 위한 보조 기능, AIS 관련 편의 기능, 경고 관련 편의 기능, 해도 관련 편의 

기능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면 IEC 성능요건에서는 RADAR 성능, 표현 방법, 

CCRP와 자선, 항해 도구, 움직임과 안정성, 충돌방지 도구, 해도, 인간공학적인 요건, 

인터페이스, 설계·서비스·설치, 경고에 대한 열한 가지로 구분한다. Fig. 2-3은 IMO와 

IEC에서의 운용에 관한 요구사항을 비교하고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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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mparison of RADAR Operational Standards Adopted by IMO and IEC 

Fig. 2-3에서 보면 IMO에서는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제공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요건을 분류하였다면 IEC에서는 장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항목에 따라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3 IMO의 ECDIS 운용요건

2006년 12월 MSC 82차 회의의 보고서 Annex 24에서는 의결서 MSC.232(82) 개정된 

ECDIS 장비의 성능표준이 채택되었다. 이 중 운용요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Table 

2-2와 같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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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tent No. Content

1 Display of SENC Information 6 Display Requirements

2 Scale 7
Route Planning, Monitoring and 

Voyage Recording

3
Display of Other Navigational 

Information 
8 Calculations and Accuracy

4
Display Mode and Generation of the 

Neighbouring Area
9

Performance tests, Malfunctions 

Alarms and Indications

5 Colours and Symbols 10 Back-up Arrangements

Table 2-2 Operational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ECDIS Adopted by IMO

Table 2-2의 IMO에서 요구하는 ECDIS의 운용요건은 Table 2-1의 RADAR의 

운용요건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선박에서 RADAR가 

사용된 시기는 1980년대부터지만 성능표준이 개정된 것은 사용 시기보다 훨씬 이후인 

2004년도인 반면, ECDIS의 경우 사용 시기는 2012년이고 IMO의 성능표준이 채택된 

시기는 2006년도로 표준이 만들어진 시기가 실제 선박에서 장비가 사용되기 전이다. 

그에 따라 ECDIS의 IMO 성능표준이 만들어질 당시 실제 장비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표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당 

장비에 대한 표준이 선박에서 사용되기 전인가 혹은 후인가에 따라 요건에 대한 

상세함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2.1.4 IEC의 ECDIS 운용요건

2015년 8월 IEC 61174 ECDIS의 운용 및 성능요건, 시험방법 및 요구되는 시험 결과에 

대한 표준 4.0 버전이 발표되었다.[29] 이 중 운용요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Table 

2-3과 같으며 2006년 채택된 개정된 Table 2-2 IMO ECDIS 운용요건과 비교하여 추가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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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tent No. Content

1 Display of SENC Information 9 Calculations and Accuracy

2
Provision and Updating of Chart 

Information
10

Performance tests, Malfunctions 

Alarms and Indications

3 Scale 11 Back-up Arrangements

4
Display of Other Navigational 

Information 
12 Power Supply

5
Display Mode and Generation of the 

Neighbouring Area
13 Software Maintenance

6 Colours and Symbols 14 Quality Management Requirements

7 Display Requirements 15
Default Control Setting and Saved 

User Control Settings

8
Route Planning, Monitoring and 

Voyage Recording

Table 2-3 Minimum Operational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of ECDIS Adopted by IEC

 

2.2 통신장비의 운용요건

GMDSS는 선박이 해양 사고를 당했을 때 부근에 항행 중인 선박뿐 아니라 육상에 

신속하게 조난 사실을 통보하고 가능한 빨리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에 의해 선박은 지구 상 어느 곳에서 항행 중이라 하더라도 

조난 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자선의 조난 사실을 인근 선박과 해역에 알릴 수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항행 구역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GMDSS 장비를 통해 선박은 조난 통신 이외에도 긴급 및 안전 통신을 수행할 수 있고 

항해 관련 정보, 기상 정보 등을 포함한 해상에서 필요한 안전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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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에 언급된 항해장비 RADAR와 ECDIS는 해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선과 상대선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GMDSS 통신장비는 

RADAR와 ECDIS 정보에 추가하여 항행구역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환경을 제공한다.  

2.2.1 IMO의 GMDSS 장비 운용요건

GMDSS는 Table 2-4와 같이 선박이 항행하는 구역을 A1에서 A4까지 네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역에 따라 적절한 통신방법과 장비를 선택하여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선박의 조난 사실을 육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1] 통신방법은 

지상에서의 무선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계 통신과 위성을 이용한 위성계 통신으로 나뉠 

수 있으며 전 세계를 이동하는 선박은 지구상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육상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상계 통신 및 위성계 통신수단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rea Explanation

Area 1
Within range of VHF coast stations with continuous DSC alerting 

available (about 20~30 miles)

Area 2
Beyond area 1, but within range of MF coastal stations with continuous 

DSC alerting available. (about 100 miles)

Area 3
Beyond the first two areas but within coberage of inmarsat satellites. 

(roughly area between 70°N and 70°S)

Area 4
Remaining sea areas,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the sea around 

the North Pole. (The area around the South Pole is mostly land.)

Table 2-4 Area of Operation for the GMDSS

Table 2-5는 2013년 11월 NCSR 1차 회의에서 제출된 IMO/ITU 9차 회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으로 현재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GMDSS 통신 장비에 대해 각각의 

해역에서 기능과 수단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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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s

Methods

1. 

Ship-to 

-shore 

distress 

alerts

2. 

Shore- 

to-ship 

distress 

alert 

relays

3. 

Ship-to 

-ship 

distress 

alerts

4.    

Search and 

rescue 

coordinating 

communicat

ions

5.    

On 

-scene 

commun

ications

6. 

Signals 

for 

locating

7.   

MSI

8. 

General 

commun

ications

9. 

Bridge 

-to 

-bridge 

commun

ications

Tx Rx Tx Rx Tx Rx Tx Rx Tx Rx Rx Tx Rx Tx Rx

VHF-FM DSC A1
A1 A2 

A3 A4

A1 A2 

A3 A4
A1 A1

VHF-FM Voice A1
A1 A2 

A3 A4
A1 A1 A2 A3 A4 A1

A1 A2 

A3 A4   

MF DSC A1 A2
A1 A2 

A3 A4
A1 A2 A2 A2

MF Voice A1 A2
A1 A2 

A3 A4
A1 A2 A1 A2 A2 A2

HF DSC A1 A2 A3 A4
A1 A2 

A3 A4
A3 A4

HF Voice A1 A2 A3 A4 A1 A2 A3 A4 A3 A4

Survival Craft 

VHF

A1 A2 

A3 A4
A1

A1 A2 

A3 A4

EPIRB
A1 A2 

A3 A4

A1 

A2 

A3 

A4

SART

A1 

A2 

A3 

A4

NAVTEX 

Receiver

A1 A2 

A3 A4

HF NBDP A1 A2 A3 A4 A1 A2 A3 A4

Inmarsat 

Terminal
A1 A2 A3 A1 A2 A3 A1 A2 A3

Aeronautical 

Freq. Radios on 

Passenger Ships

A1 A2 A3 A4

Table 2-5 Equipment used to meet Existing GMDSS Function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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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에서 선박의 항해안전과 관련된 7번 MSI는 VHF, MF, HF 대역의 지상파를 

이용한 음성정보와, NAVTEX 수신기, HF의 NBDP, INMARSAT-C를 이용한 텔렉스정보를 

이용하여 수신된다. VHF 음성정보는 A1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MF 음성정보는 A1, A2 

지역에서 사용되며 HF 음성정보, NAVTEX 메시지, HF의 NBDP 메시지는 A1에서 

A4까지 이용될 수 있다. INMARSAT-C를 이용한 EGC 메시지는 A4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사용된다.  

2.3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이용

앞서 살펴본 RADAR, ECDIS, GMDSS 통신장비는 SOLAS 협약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선박에서 보편적, 필수적,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RADAR는 선박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항해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ECDIS는 해도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각각의 항해장비는 장비 고유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동시에 다양한 부가적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GMDSS 통신장비와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공되는 

항해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선박에서의 항해사는 

이러한 시스템 연결을 통해 단일 장비에서 처리된 다양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 정보는 Fig. 2-4와 같이 MFD를 이용해서 분할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활용되기도 한다.[77]

단일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RADAR와 ECDIS의 정보는  

개별 장비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의 성능과 동일하다. 하지만 각 장비의 정보와 

기능이 단일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어떻게 통합하고 표현되느냐에 따라 유용성, 

편의성, 활용성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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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MFD Display Layout Made by Kongsberg Maritime

2.1장과 2.2에서 살펴본 IMO와 IEC에서 규정하는 RADAR, ECDIS, GMDSS 통신장비의 

운용요건은 장비의 성능과 기능에 초점을 둔다. 각각의 장비에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은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능 대신 정보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 항해사는 지속적으로 항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한다. 따라서 항해통신장비를 사용자중심설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기능보다는 장비가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Table은 2-6은 여러 장비로부터 통합된 정보가 ECDIS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복합적으로 사용될 때의 세부 정보를 서른아홉 가지로 정리한 것이며 Fig. 2-5는 Fig. 

2-1의 정보와 Table 2-6의 기능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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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scription No. Description

1
Indication about Use of non-HO Chart 

Source
21 Cross Track Error Warning

2 Subdivided three Categories of Display 22
Planned Route Change relative to  

Moving Object  

3 Safety Contour Setting 23
Comparison between the Changed 

Route and the Planned Route 

4 Safety Depth Setting 24 GNSS Position Display

5
ENC Data and Updates are 

Distinguishable
25 Meta Data Display of Objects

6 Scale Selection and Display 26 Line of Position Fix

7 Radar overlay 27 Voyage Recording

8 Tracked Target Information Display 28
Connection with Bridge Alert 

Management

9 AIS Target Filtering 29 Connection with Voyage Data Recorder

10 AIS Information Display 30
Connection with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11
Voyage-related Information Display of 

Targets
31 Connection for SENC Information

12 AIS CPA/TCPA Warning 32
Connection with NAVTEX of SafetyNet 

for MSI

13 AIS Lost Target Warning 33
Connection for Transfer of Route 

Information

14 Anchor Circle Alarm 34
Connection with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15 North up Mode of Orientation 35 Malfunction Alerts of Sensors 

16 True Motion Mode 36 Malfunction Alerts of ARPA or AIS

17
IHO Recommended Colours and Symbols 

be used
37 Back-up Arrangements

18 Removal of Information Categories 38 Power Supply

19 Route Planning 39 Software Maintenance

20 Display of Time and Distance to go 

Table 2-6 Integrated Functions and Information of Various Navigational Equipment on EC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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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Information Supplied by Execution of Functions  

위 그림에서 좌측에 음영이 없는 부분은 Fig. 2-1에서 설명한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Ⅰ.자선, Ⅱ.상대선, Ⅲ.MSI, Ⅳ.항행 구역에 대한 네 가지 정보이며 우측에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Table 2-6에 설명한 서른아홉 가지의 기능이다. 각각의 정보와 

기능은 네 가지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기능들을 대응시켜 

표시하였다. 자선 정보는 24번과 26번 기능과 관련이 있고 상대선 정보는 7번에서 

13번까지의 기능과 연관되며, 항행구역 정보는 1번에서 6번, 18번, 25번의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는 각 정보의 위험을 8번, 12번, 14번, 

21번, 22번의 기능을 통해 경고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동작의 이상이나 불능에 

대한 위험은 35번과 36번 기능으로 알려줄 수 있다.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설정, 항로 

계획 및 감시, 기록, 다른 장비와의 연동, Back-up, 전원 공급, 소프트웨어 최신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는 네 가지 필수 정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다. 

Fig. 2-5에서 주목할 것은 정보와 기능이 1: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하나의 기능은 여러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식별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구성할 때는 각각의 기능들이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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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선박에서 이러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장비는 해도 정보를 기반으로 

자선, 상대선, 항행구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ECDIS가 대표적이며, GMDSS 통신 시스템과 

연결되어 MSI 정보 및 항행구역의 변경된 정보 또는 추가된 정보를 실시간 또는 정해진 

시간마다 수신할 수 있다. 선박에서의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현대화 

검토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였다.  

2.4 e-Navigation 이행 정책

선박 항해장비 변화의 방향은 e-navigation의 정의와 이행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IMO에서는 e-Navigation을 해상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선박이 부두에서 부두로 항해하는 것을 돕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선박과 육상의 해양 정보를 일치된 방법으로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분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43]

2005년 영국 등 일곱 나라의 제안에 따라, 선박운항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감소 

및 해운 효율화 증진을 위해 e-Navigation의 도입을 결정하였다.[38] IMO는 2008년 12월 

e-Navigation의 이행과 개발을 위한 전략에 대해 승인하고, 국제기관, 제조사, 

선박건조사, 선주, 항만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e-Navigation의 

정의, 주요 목표, 장점, 이행과 운영에 관한 기본 요건, 잠재적 이용자, e-Navigation 

주요 전략 요소와 이행에 관해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e-Navigation 아키텍쳐 

개발에 앞서 격차 분석, 비용편익 분석, 위험 분석을 실시하였다.[44] e-Navigation의 

이행은 기술 중심이 아닌 사용자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는데 대해 각국의 동의하여 

선박측, 육상측, 수색구조측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들 요건의 

격차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Table 2-7과 같이 식별하였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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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Improved, harmonized and user-friendly bridge design

S2 Means for standardized and automated reporting;;

S3
Improved reliability, resilience and integrity of bridge equipment and 

navigation information

S4
Integration and presentation of available information in graphical displays 

received via communication equipment

S5 Information management

S6 Improved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for Search and Rescue

S7
Improved reliability, resilience and integrity of bridge equipment and 

navigation information for shore-based users

S8 Improved and harmonized shore-based systems and services

S9
improved Communication of VTS Service Portfolio (not limited to VTS 

stations)

Table 2-7 List of Potential e-Navigation Solutions

이 중 선박에서 선박, 육상에서 육상, 선박에서 육상,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통신 즉, 

4S 간의 원활한 데이터와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S1, S2, S3, S4, S9의 

다섯 가지 전략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50] Table 2-7에서 우선적 선행과제의 

설명을 보면 자동화, 통합화, 표준화, 디지털화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e-Navigation 정책에 따라, 선박에서 개별적으로 이용되던 항해통신장비를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정보의 통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요소이다. 

S1, S2, S3, S4, S9의 다섯 가지 해결책에 대한 FSA와 그에 따른 RCO가 Table 2-8과 

같이 식별되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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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O1
Integration of navigation information and equipment including improved 

software quality assurance

RCO2 Bridge alert management

RCO3 Standardized mode(s) for navigation equipment

RCO4 Automated and standardized ship-shore reporting

RCO5 Improved reliability and resilience of onboard PNT systems

RCO6 Improved shore-based services

RCO7 Bridge and workstation layout standardization

Table 2-8 List of Risk Control Option

RCO와 최종적인 위험편익분석을 포함한 FSA의 결과에 따라 선박과 육상의 일치된 

표준화가 필요함이 식별되었으며 각각의 항만, 연안, 대양, 해양구조물 인근, 극지방, 

기타 외곽 지역의 해상 상황과 위치에 따라 필요한 열여섯 가지의 육상 기반 서비스 

MSP를 Table 2-9와 같이 식별하였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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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dentified Services Identified Responsible Service Provider

MSP 1 VTS Information Service (IS) VTS Authority

MSP 2
Navigational Assistance Service 

(NAS)

National Competent VTS Authority/Coastal 

or Port Authority

MSP 3 Traffic Organization Service (TOS)
National Competent VTS Authority/Coastal 

or Port Authority

MSP 4 Local Port Service (LPS) Local Port/Harbour Operator

MSP 5
Maritime Safety Information 

Service (MSI)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MSP 6 Pilotage service Pilot Authority/Pilot Organization

MSP 7 Tugs Service Tug Authority

MSP 8 Vessel Shore Reporting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Shipowner/Operator/Master

MSP 9
Tele-medical Assistance Service 

(TMAS)

National Health Organization/dedicated 

Health Organization

MSP 10 Maritime Assistance Service (MAS) Coastal/Port Authority/Organization

MSP 11 Nautical Chart Service
National Hydrographic Authority/ 

Organization

MSP 12 Nautical Publications Service
National Hydrographic Authority/ 

Organization

MSP 13 Ice Navigation Servic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Organization

MSP 14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National Meteorological Authority/WMO/ 

Public Institutions

MSP 15
Real-time Hydrographic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Service

National Hydrographic and Meteorological 

Authorities

MSP 16 Search and Rescue Service SAR Authorities

Table 2-9 List of Maritime Service Portfolios



- 25 -

우선적으로 식별된 다섯 가지 해결책에 대한 추가 개발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작업 내용에 대한 실행 일정 및 예상되는 결과물을 Table 2-10에서 정리하였다.[64]

No. Identified Services Expected deliverable
Implementati

on schedule

T1
Human Centred Design (HCD) for 

e-Navigation systems

Guidelines on Human 

Centred Design (HCD) 

for e-Navigational 

systems

2014/2015

T2

Development of draft Guidelines on 

Usability Testing, Evaluation and 

Assessment (UTEA) of e-Navigation 

systems

Guidelines on Usability 

Testing, Evaluation and 

Assessment (UTEA) of 

e-Navigation systems

2014/2015

T3

Develop the concept of electronic 

manuals and harmonize the layout to 

provide mariner with an easy way of 

familiarization for relevant equipment

Guidelines on electronic 

equipment manuals
2019

T4

Formulate the concept of standardized 

modes of operation, including store and 

recall for various situations, as well as 

S-mode functionality on relevant 

equipment

Guidelines on S-mode 2017

T4

Formulate the concept of standardized 

modes of operation, including store and 

recall for various situations, as well as 

S-mode functionality on relevant 

equipment

Guidelines on S-mode 2017

Table 2-10 List of Tasks, Expected Deliverables and Implementa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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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Investigate whether and extension of 

existing Bridge Alert Management 

Performance Standards (PS) is necessary. 

Adapt all other alert relevant PSs to the 

to Bridge Alert Management PS

(a) Guidelines on 

implementation of Bridge 

Alert Management.

(b)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on BAM

2016

2019

T6

Develop a methodology of how accuracy 

and reliability of navigation equipment 

may be displayed. This includes a 

harmonized display system

Guidelines on the display 

of accuracy and 

reliability of navigation 

equipment

2017

T7

Investigate if an INS, as defined by 

resolution MSC.252(83), is the right 

integrator and display of navigation 

information for e-Navigation and identify 

the modifications it will need, including a 

communications port and a PNT module. 

If necessary, prepare a draft revised 

performance standard. Refer to 

resolution MSC.191(79) and SN/Circ.243

(a) Report on the 

suitability of INS.

(b) New or additional 

modules for the 

Performance Standards 

for INS

2016

2019

T8

Member States to agree on standardized 

format guideline for ship reporting so as 

to enable "single window" worldwide 

(SOLAS regulation V/28, resolution 

A.851(20) and SN.1/Circ.289)

Updated Guidelines on 

single window reporting
2019

T9

Investigate the best way to automate the 

collection of internal ship data for 

reporting including static and dynamic 

information

Technical report on the 

automated collection of 

internal ship data for 

report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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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

Investigate the general requirements 

resolution A.694(17) and IEC 60945 to 

see how Built In Integrity Testing (BIIT) 

can be incorporated

(a) Revised resolution on 

the general requirements 

including Built In 

Integrity Testing.

(b) Revised IEC Standard 

on General 

Requirements including 

Built In Integrity Testing

2017

2019

T11

Development of draft Guidelines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SQA) in 

e-Navigation. This task should include an 

investigation into the type approval 

process to ensure that software lifetime 

assurance (software updates) can be 

carried out without major re-approval 

and consequential additional costs. Refer 

to SN/Circ/266/Rev.1 and MSC.1/Circ.1389.

Guidelines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SQA) 

in e-Navigation

2014/2015

T12

Develop guidelines on how to improve 

reliability and resilience of onboard PNT 

systems by integration with external 

systems.

Liaise with Administrations to ensure that 

relevant shore-based systems will be 

available.

Guidelines on how to 

improve reliability and 

resilience of onboard 

PNT systems by 

integration with external 

systems

2016

T13

Develop guidelines showing how 

navigation information received by 

communications equipment can be 

displayed in a harmonized way and what 

equipment functionality is necessary

Guidelines on the 

harmonized display of 

navigation information 

received from 

communications 

equip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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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4

Develop a 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and include parameters for 

priority, source, and ownership of 

information based on the IHO S-100 data 

model. Harmonization will be required 

for both use on shore and use on the 

ship and the two must be coordinated 

(Two Domains)

Develop further the standardized 

interfaces for data exchange used on 

board (IEC 61162 series) to support 

transfer of information from 

communication equipment to navigational 

systems (INS) including appropriate 

firewalls (IEC 61162- 450 and 460)

(a) Guidelines on a 

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b) Further develop the 

IEC standards for data 

exchange used onboard 

including firewalls

2017

2019

T15

Identify and draft guidelines on seamless 

integration of all currently availabl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how 

they can be used (e.g. range, bandwidth, 

etc.) and what systems are being 

developed (e.g. maritime cloud) and 

could be used for e-Navigation.

The task should look at short range 

systems such as VHF, 4G and 5G as well 

as HF and satellite systems taking into 

account the 6 areas defined for the 

MSPs.

Guidelines on seamless 

integration of all 

currently availabl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how 

they can be used and 

what future systems are 

being developed along 

with the revised GMDS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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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6

Investigate how the Harmonization of 

conventions and regulations for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would be best carried ou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n all-encompassing 

e-Navigation performance standard 

containing all the changes necessary 

rather than revising over 30 existing 

performance standards

Report on the 

Harmonization of 

conventions and 

regulations for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would be 

best carried out

2017

T17

Further develop the MSPs to refine 

services and responsibilities ahead of 

implementing transition arrangements

Resolution on Maritime 

Service Portfolios
2019

T18
Development of Draft Guidelines for the 

Harmonization of testbeds reporting

Guidelines for the 

Harmonization of 

testbeds reporting

2014/2015

IMO에서는 2014년 11월 e-Navigation의 전 세계적인 체계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열여덟 가지의 세부 과제와 추진 일정에 대해 수립한 e-Navigation SIP을 승인하였고 

이후 SIP에 따라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 절차를 거쳐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e-Navigation을 시행할 예정이다.[62] Table 2-11은 지금까지 IMO 회의에서 논의된 

e-Navigation 이행 과정에 따라 발행된 IMO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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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ntents
Related IMO 

Document

2015. 12
Proposal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e-Navigation
MSC 81/23/10

2006. 05

Decision to include a item on development of 

an e-Navigation strategy in the work 

programmes

MSC 81/25

2008. 12
Approval of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avigation”
MSC 85/26

2009 ~ 2012

Implementation of initial analysis for 

e-Navigation SIP(user needs, gap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risk analysis)

COMSAR 17/11

NAV 58/14

NAV 59/6

2014. 07 Finalized the e-Navigation SIP NCSR 1/28

2014. 11 Approval the e-Navigation SIP MSC 94/21

Table 2-11 Progress on Implementation of e-Navigation

IMO 회원국들은 2019년까지 SIP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들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표준과 지침 개발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외에서는 영국의 

ACCSEAS, 스웨덴과 덴마크의 MONALISA, 독일의 MUNIN 프로젝트를 통해 레이더 기반 

측위시스템 선박항로교환 표준, 육상-선박 간 항로 정보 교환체계, 해사클라우드, 

무인선 항법 기술에 대해 개념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SMART-Navigation 프로젝트를 통해 해상 LTE 기술, 차세대 전자해도, 선내 데이터 

교환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핵심 기술의 개발과 기반 시설의 확충 

사업을 통해 실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기술연구가 진행될 것이다.[19]

 2014년 IMO NCSR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보고서 중 e-navigation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Navigation 정책은 FSA를 고려하여 식별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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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작업을 완성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다섯 가지의 e-navigation 해결책을 이행한다. 

식별된 다수의 필요 작업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완성되어 e-navigation 해결책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설계의 시작을 위해 산업계에 일관된 정보로 제공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e-navigation 이행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선박 장비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e-navigation 해결책을 위한 새로운 장비의 개발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e-navigation 이행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의견이지만 일부 장비의 인터페이스나 

제어기가 개선될 필요성은 있다.[62]

2.5 GMDSS 현대화 검토 정책

IMO에서는 GMDSS 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e-Navigation의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써 활용할 것을 고려하는데 합의하여 2015년 제2차 NCSR 회의에서는 

A1에서 A4까지 해역에 대한 정의, non-SOLAS 선박을 포함한 다양한 선박을 위한 규정, 

대체 또는 새로운 GMDSS 시스템 검토에 대해 논의하였다.[67]

GMDSS 현대화 검토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앞으로의 해상 정보 이용에 사용되는 

장비, 기술, 서비스이다. 장비는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기술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서비스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 

특히 NAVDAT과 VDES는 많은 데이터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IMO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의 적용은 향후 

선박에서의 항해정보의 질적 개선과 사용자 효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NAVDAT과 

VDES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NAVDAT

NAVDAT은 해안에서 선박까지의 해상 안전과 보안 관련 정보의 디지털 방송을 위해 

500kHz의 대역에서 작동하는 MF 무선 시스템으로서 프랑스에 의해 2008년부터 개발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되었다.[47]

Fig. 2-6은 2012년 ITU 문서에서 설명한 NAVDAT의 구성으로 기능에 따라 정보 및 

관리 시스템, 육상 네트워크, 육상 전송자, 전송 채널, 선박 수신자로 이루어진 다섯 

개의 벡터 수행으로 구성된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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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NAVDAT 500kHz Broadcast Diagram

그림에서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인 SIM은 파일 다중통신용장치인 Multiplexer를 통해 

기상청과 같은 정보기관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신자 정보, 우선순위 정보, 

시간 유효성 정보와 함께 육상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이때 파일 

다중통신용장치 관리자는 여러 출처로부터 수신되는 메시지를 감시하고 우선순위와 

수신자를 식별하여 암호화하는 HMI이며, 육상 전송 관리자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전송 

확인, 알람, 유효전송출력, 동조 등의 정보를 표시해주는 HMI이다. 

육상 전송자의 제어기는 SIM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GNSS 또는 참조 시간과의 동조, 

500kHZ의 감시 수신, 500kHz의 변조기와 전송기 제어 신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제어기는 선박에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을 점검하고 연안국의 

모든 신호의 시간을 동조시키며, 전송을 위한 변수, 시각, 일정 등을 조정하여 일정한 

포맷 형태로 전송한다. 이때 정보는 디지털 전송을 위한 변조 기술로써 OFDM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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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DAT은 NAVTEX와 동일하게 TDMA를 이용하고 선박의 항해안전, 보안, 해적, 

수색구조, 기상, 도선 또는 항만 및 선박통항시스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NAVTEX의 통신속도 50bit/s보다 훨씬 빠른 18kbit/s의 속도로 양질의 통신이 가능하며 

미래에 NAVDAT을 이용하면 보다 큰 용량의 데이터 무선 통신을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8]

2) VDES

VDES는 e-Navigation을 위한 통신 자원 중 하나로 고려되는 AIS의 VDL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VHF 대역에서의 새로운 디지털 통신 기술로 VDE, AIS, ASM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이다.[4] VDES는 Fig. 2-7과 같이 기존의 AIS 뿐만 아니라 디지털 VDE와 

ASM 및 위성 VDE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검토된다.[4]

Fig. 2-7 VDES Concept

 

VDES는 해상 주파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AIS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의 해상 VHF 주파수를 할당하고 AIS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데이터 통신을 위한 VDE 채널을 할당하고 있다.[7] VDE 채널은 전 

세계적으로는 VHF 주파수 대역 채널 24, 25, 26, 84, 85, 86번을 사용하고 유럽과 

아시에서는 채널 21, 22, 23, 80, 81, 82, 83이 할당되어 있다.[4] VDE-Satellite는 VHF 

채널을 이용한 저궤도 위성 데이터 통신으로 원거리 선박으로의 MSI 정보를 방송하는데 

활용된다. TDMA는 60초마다 반복되는 2250개의 타임슬롯이 하나의 프레임을 이루는데 

여섯 개의 프레임 중 VDE-Satellite는 3에서 6까지의 프레임만 사용하고 VDE는 1에서 

6번까지의 프레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ASM은 AIS 데이터 응용 서비스를 위한 바이너리 메시지로 AIS 표준 메시지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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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25, 26 등은 ASM으로 전환한다.[5] 2015년 IALA와 IEC를 포함한 여러 국제 

기구에서는 AIS의 VDL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ASM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ASM 1을 위한 161.950MHz의 채널 2027과 ASM 2를 위한 162.000MHz의 채널 2028을 

할당하였다.[74] AIS ASM은 평균풍속, 최대풍속, 최대풍향, 기온, 상대습도, 기압변화, 

수위, 해류속도 및 방향, 파고, 주기, 수온, 강수, 염도, 빙하 등과 같은 다양한 MSI를 

포함할 수 있다.[14]

Table 2-12는 2008년의 ITU-R 권고 M 계열 1842-1에서 설명하는 AIS와 VDE 데이터 

전송 방법을 비교한 표이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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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1 and 

AIS 2 

(25 kHz 

Channels)

VDE Data 

Transfer 

Methods For 25

kHz Channels

VDE Data 

Transfer 

Methods For 50

kHz Channels 

VDE Data 

Transfer 

Methods For 

100 kHz 

Channels 

ITU Standard 

and Digital 

Modulation

ITU-R M.1371

GMSK

ITU-R M.1842

Annex 1

Π/8 D8PSK

ITU-R M.1842

Annex 3

16-OFDM + 

16-QAM

ITU-R M.1842

Annex 4

32-OFDM + 

16-QAM

Data Rate 9.6 kbps (1x) 43.2 kbps (4x) 153.6 kbps (16x) 307.2 kbps (32x)

Sensitivity -107dBm -107dBm
-103dBm (ship 

stations)

-98dBm

(ship stations)

Co-channel 

Rejection (CCR)
10dM 25dB 19dB 19dB

Adjacent 

channel 

rejection (ACR)

70dB 70dB 70dB 70dB

AIS Message 

Types

1, 2, 3, 5, 18, 

19 ...

6, 7, 8, 12, 13, 

14 ... and ASM

VDE messages 

TBD

VDE messages 

TBD

Rationale

Optimum 

choice for 

recurring 

position reports 

in a ship-ship 

navigation 

safety 

environment

Provides high (4x) 

data transmission. 

Inferior CCR 

(+15dB) and 

range 

discrimination.

Provides much 

higher (16x) data 

transmission. than 

AIS.  Inferior 

CCR (+9dB) and 

range 

discrimination 

compared to AIS.

Provides much 

higher (32x) data 

transmission. than 

AIS.  Inferior 

CCR (+9dB) and 

range 

discrimination 

compared to AIS.

Table 2-12 Comparison of AIS and VDE Data Transfer Methods by ITU-R M.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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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처럼 VDE 대역폭은 25kHz, 50kHz, 100kHz로 분할하여 사용하는데 가장 넓은 

100kHz 대역폭을 기준하였을 때 최고 307.2kbps까지의 속도로 전송이 가능하다. VDE 

데이터 전송은 기본 AIS 메시지에 비해 다중 주파수대의 억제비율이 높고 AIS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데이터 전송율과 범위를 제공한다.[75] 이처럼 IALA, ITU, IMO에서는 

VDES가 해상에서의 동적 정보와 정적 정보의 상호 교신, 위상 AIS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AIS ASM, 지상 VDES, 위성 VDES, 

지역 VDES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6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변화

선박의 항해환경은 과거 온전히 항해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존하여 운항하던 시대에서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항해사의 의사결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선박에 활용되는 장비는 단순하고 독립적인 단일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ECDIS와 같이 자선, 상대선, MSI, 항행구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통합항해정보를 제공한다. 미래에는 e-Navigation 이행과 개선된 GMDSS 통신환경을 

기반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항해의 계획·이행·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IoT, ICT와의 

접목을 통해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진보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더욱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자동화, 통합화, 

디지털화로의 변화에는 사용자 편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장비를 

통해 수신되는 정보가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필수적 정보만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통합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처리·기록·활용할 수 있는 기반 설비와 그에 따른 네트워크 통신 

기술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현대화 환경에서 활용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항해안전정보의 신뢰성과 식별성을 확보하고 최신의 기술이 접목된 

기반 설비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중심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올바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선박의 항해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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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자중심설계를 위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분석과 평가 

선박이 항행할 때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는 자선, 상대선, MSI, 항행구역 

정보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선박에서 이 네 가지 필수 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로서의 항해장비는 ECDIS와 RADAR이다. 특히 ECDIS는 장비의 고유 

목적이 해도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해도 정보를 제공하며, GYRO, GPS, LOG 뿐 아니라 

RADAR, AIS 등의 장비와 연동되어 자선과 상대선 정보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GMDSS 통신설비 또는 일반 통신설비와 연결된 경우 NAVTEX 또는 EGC로 수신된 

MSI를 제공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자선, 상대선, MSI, 항행구역 정보를 모두 표시하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개선은 필수적 정보를 모두 표시하는 ECDIS와 추가적으로 MSI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GMDSS 장비의 분석과 사용자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장에서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통합항해정보가 선박의 항해항해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사용상의 문제점을 식별하기 위해 IMO에서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항해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고사례와 발견된 이상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중심설계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SOLAS 적용 선박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위해 관련 해기교육을 이수한 해기사를 대상으로 사용자 

의견을 설문하고 조사된 설문내용 중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특징을 

Kano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3.1 통합항해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제점 분석

3.1.1 GMDSS 장비의 사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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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는 자선, 상대선, 

MSI, 항행구역 정보로 분류되고 이 중 MSI와 항행구역 정보는 GMDSS 통신설비를 통해 

선박에 실시간 전달될 수 있다. MSI와 항행구역 정보에는 항만, 도선, 수로, 해상상태 

등과 관련한 조석, 조류, 기상, 해상작업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기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조석, 조류, 해역 정보는 해도 및 간행물을 

통해 선박에 정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제공되고 해상작업이나 기상에 대한 정보는 

GMDSS 장비인 EGC 수신기나 NAVTEX 수신기를 통해 일정한 시간주기에 따라 

제공된다. 선박에서의 해도 및 간행물 정보는 EGC 메시지나 NAVTEX 메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에 습득이 가능하고 정보의 변동 주기가 빠르지 않은 특징이 있다. 

과거 항행구역 정보는 종이나 책자의 형대로 제공되었지만 최근 e-book, pdf, jpg와 

같은 형식의 전자적 데이터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EGC 수신기나 NAVTEX 

수신기를 통해 전달되는 MSI 정보는 지상파 통신이나 위성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에서 GMDSS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해도 및 

간행물의 정보를 수신하기도 하는데, 이는 항해안전에 필요한 항행구역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SOLAS에서 요구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련 설비를 마련해야 하고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통신비용의 경감과 관련 설비의 보급이 개선되면 선박에서 더욱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은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현대화 정책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BLAST, EfficienSea, MonaLisa, ACCSEAS, MUNI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8]   

실시간 획득해야 하는 MSI 정보는 기본적으로 선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GMDSS 설비를 이용한다. 또한 선박에서 GMDSS 설비는 조난과 수색구조뿐 아니라 

일반 안전통신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항행구역 정보를 얻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GMDSS는 선박의 수색과 구조가 용이하도록 선박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GMDSS 장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면 선박이 해상에서 최소한으로 장치하고 

있는 설비와 이러한 설비를 통해 수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다.

선박에서는 A1-A4로 구분되는 항행구역에 따라  Fig. 3-1과 같은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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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Functional Requirements of GMDSS

 Fig. 3-1의 타원 안 내용은 선박에 요구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열세 가지의 

수단과 아홉 가지의 장비이다. 열세 가지 수단은 각각 VHF DSC, VHF Voice, MF DSC, 

MF Voice, HF DSC, HF Voice, HF NBDP, INMARSAT, EPIRB, SART, Survival craft VHF, 

Passenger ship aeronautical radios, NAVTEX Receiver이며 1에서 9까지의 기능은 해당 

장비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서 각각 선박에서 육상으로의 조난경고,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조난경고전달 수신, 선박간의 조난경고 송·수신, 수색구조조정통신의 

송·수신, 현장통신 송·수신, 위치신호 송·수신, MSI 수신, 일반통신 송·수신, 

선교간통신의 송·수신을 의미한다. 

Fig. 3-2는 선박에 탑재되어야 하는 GMDSS 장비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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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HF 2. Two-way VHF

3. MF/HF 4. HF NBDP

5. SART 6. EPIRB

7. INMARSAT-C 8. NAVTEX Reciever

Fig. 3-2 GMDS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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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박에서 사용되는 GMDSS 장비는 SOLAS에서 요구하는 열세 가지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말기에서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상파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DSC와 Voice의 기능을 

통합하거나 MF와 HF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단말기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박에서 사용되는 GMDSS 장비는 열세 가지가 아닌 Fig. 

3-2와 같이 여덟 개 내외의 장비를 이용하게 된다. 이 중 MSI 정보는 1번 VHF와 3번 

MF/HF를 이용하여 음성 메시지 형태로 수신하거나 4번 NBDP, 7번 INMARSAT-C와 

통합된 EGC 수신기, 8번 NAVTEX 수신기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때 수신하는 MSI 정보는 해도 및 간행물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변경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고 항해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일 수 있다. 선박에서 MSI 정보를 수신하면 항해사는 자선이 이동할 항로와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비교하고, 제공된 정보가 선박이 항행하고자 하는 시간과 위치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후,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해당 위치에서 항행할 때 주의를 

기울이거나 필요시 항로를 변경하게 된다. 따라서 선박이 항해할 때 항해사가 MSI 

정보를 수신하여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항해안전에 중요한 MSI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다. 

먼저 MSI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다양하고 각각의 정보를 개별 단말기에서 확인해야 

하며 정보의 전달 형태가 이미지가 아닌 문자 또는 음성 형식이기 때문에 자선의 위치 

정보와 비교하려면 해도 또는 전자해도 위에 수신된 MSI 정보를 이동해서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확인한 정보가 자선의 

현재 위치 또는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와 너무 멀어 실제 항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인 경우도 빈번하다. 이처럼 2014년 제2차 NCSR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정보문서에 의하면 항해사들은 선박에 강제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GMDSS 장비 중 

일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당 장비를 매우 불필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73]

또한 잘못된 GMDSS 정보가 수신되는 경우도 있다. 1992년 GMDSS가 도입된 이래 

선박은 A1에서 A4까지의 항행하는 해역에 따라 필요한 기능과 장비를 반드시 갖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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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조난 및 수색구조 통신체계를 크게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전체 조난신호의 91%가 허위조난신호 및 미확인조난신호라고 

조사되었다.[3] 이처럼 무분별한 조난신호의 발신은 불필요한 경고를 수신하게 함으로써 

선박뿐 아니라 육상의 관련 조직까지 전반적으로 해상업무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분석된 GMDSS 장비를 이용할 때의 문제는 많은 단말기 수, 다양한 위치에서의 정보 

이용, 문자 또는 음성 정보의 불편함, 자선과 관련이 없는 정보, 잘못된 조난신호로 

정리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용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해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를 통해 수신되는 정보를 단일의 선교 작업 

장소에서 자선의 위치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 할 경우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3.1.2 ECDIS 장비의 사용과 문제점

3.1.2.1 ECDIS 관련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IMO에서는 해양사고의 80% 이상이 인적오류와 선교팀의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8]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인적오류는 항해사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노력과 항해사가 사용하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을 사용자 

편의에 따라 개선함으로써 인적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8년 동안 

선박에서 대표적인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인 ECDIS 사용과 관련하여 BSU, DOD, NTSB, 

MAIB에서 보고한 문서를 토대로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하였다.

1) COSCO Busan호의 사고 개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항을 출항하여 대한민국 부산항으로 항해하던 COSCO 

Busan호가 2007년 11월 7일 8시 30분 베이브릿지 교각에 충돌했던 사건이다. 

사고 당시 해상 상태는 농무였으나 해면은 잔잔했고 항해장비나 선박에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RACON 같은 항로 표지에도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도선사와 선교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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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부족, 선교팀의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관리능력 부족, VTS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선장과 도선사 모두 ECDIS를 사용하면서 

전자해도에 표시된 교각 전후로 있는 부표를 장애물이라 인지하지 못하였다.[82]

2) LT Cortesia호의 사고 개요

2008년 1월 2일 4시 54분 영국 템즈항을 출항하여 수에즈 운하로 향하던 LT 

Cortesia호가 영국해협의 반 뱅크에 좌초하였다. 

선박에는 ECDIS 대신 해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받지 않은 ECS와 

종이해도를 사용하였다. 사고 당시의 당직 항해사는 ECS를 참조하여 항해하였다. 이 

사고는 당직 항해사와 견시자의 의사소통 부족과 당직 항해사의 잘못된 판단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전자해도 정보 표시에 있어, 야간이었기 때문에 ECS에서 

표시된 천수구역과 깊은 구역의 색상 대비가 좋지 않았고 좌초한 장소 인근에 있던 

동방위표지와 서방위표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음에도 접근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22]

 3) Pride of Canterbury호의 사고 개요

2008년 1월 3일 8시 30분 여객선 Pride of Canterbury호는 기상악화로 입항하고자 

했던 도버항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항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침선 위에 좌초되었다. 

사고 당시 바람은 50knots 이상으로 매우 강했고 선박은 저속이었다. 승인 받은 

ECDIS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항해사들은 안전등심선과 같은 중요한 기능의 설정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곳의 침선정보가 전자해도 상에 표시되지 

않았다. 해상 교통량은 매우 복잡했으며 항해사들은 사고 당시 발생한 화재 알람과 

통신 등으로 항해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또한 선위 파악을 수시로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파악되었다.[79]

4) CFL Performer호의 사고 개요

2008년 5월 12일 16시 19분 벌크선 CFL Performer호는 파라마리보를 출항하여 

그림스비의 험버강을 향해 항해하다가 영국 동쪽 하이즈보로 샌드에 좌초하였다. 

CFL Performer호는 항해 중 고조시에 맞추어 들어가기 위해 항로계획을 중간에 

수정하였는데 이때 ECDIS의 안전등심선을 선박 흘수에 맞게 정확히 설정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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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보다 작은 소축척 해도에서 항로를 변경하여 저수심 구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하였다.[78]

5) M/V Beluga Revolution호의 사고 개요

Beluga Revolution호는 뉴크레도니아의 노우미아항에서 출항하여 대한민국 

포항항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4월 30일 22시 10분 남태평양 텐치섬에 좌초하였다. 

당시 비구름과 폭우가 있었지만 바다 상태는 거칠지 않았다. 이 사고에서 

이등항해사는 종이해도와 ECDIS 모두를 이용하여 항로계획을 세웠는데 항로계획 상 

텐치섬과의 여유 거리를 1NM로 매우 가깝게 설정하였다. 게다가 이를 ECDIS에 표시할 

때 전자해도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텐치섬의 정보가 전자해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이등항해사는 텐치섬 위를 항해하도록 항로계획을 수립하였다. 실제 

항해 시 RADAR에 텐치섬이 포착되었으나 당직 항해사는 야간이고 우천시라 텐치섬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RADAR에 표시된 텐치섬의 반사파마저 잡음이라 여기고는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았다. 당직 항해사는 좌초할 때까지 자선이 위험구역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23]

6) CSL Thames호의 사고 개요

2011년 8월 9일 10시 26분 벌크선 CSL Thames호는 그랜샌다에서 윌헴슨헤븐으로 

항해하던 중 Sound of mull에서 좌초하였다. 

사고 당시의 시정은 좋았고 바람은 서북서로 보통이었으나 통항량이 복잡해 사고 

선박은 주변의 많은 어선과 범선들을 피해야 했다. ECDIS에서 위치를 확인하며 위험한 

선박과의 조우를 피했는데 이때 ECDIS의 안전등심선 설정이 부적절했으며 RADAR와 

ECDIS가 서로 정반대에 위치하여 RADAR와 ECDIS의 정보를 비교하며 주변을 

경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Sound of mull에 접근하면서 좌초 위험이 표시되었지만 

ECDIS에 스피커가 없어 청각적 알람은 제공되지 않았고 선교팀원들 역시 선박 좌초의 

위험이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하였다.[80]

7) USS Guardian호의 사고 개요

2013년 1월 17일 2시 25분 미국 해군 소해함 Guardian호는 오키나와 화이트 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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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필리핀 수빅항에 입항 후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던 중 필리핀 투바타하 리프에서 

좌초하였다. 

당시 군함에는 ECDIS와 종이해도가 모두 탑재되어 있었고 ECDIS에서는 미국에서 

발행한 NGA 해도가 사용되고 있었다. 좌초한 구역은 여러 차례 개정된 곳이었으나 

NGA 전자해도에는 일부 정보가 개정되지 않아 암초의 위치가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24]

8) Ovit호의 사고 개요 

2013년 9월 18일 04시 34분 케미컬 탱커 Ovit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이탈리아 

브린디시로 항해하던 중 영국해협의 반 뱅크에서 좌초하였다. 

선박은 사고 당시 ECDIS를 이용하여 항해하고 있었고 ECDIS 상에서 반 뱅크 위를 

지나는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항해사가 뱅크 위로 

항행하도록 항로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된 항로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위험수역 위로 

항행한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항행 중에 견시자가 반 뱅크의 

방위표지와 등화를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당직사관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ECDIS의 청각 알람도 작동하지 않았다.[81]

9) ECDIS 운용과 관련한 해양사고사례의 분석

위에서 분석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여덟 가지 해양사고를 Table 3-1에서 

정리하였다. 기술한 해양사고는 항해사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항해장비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미숙하거나 잘못 사용하여 발생된 

인적요인에 기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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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Ship

Date and 

Time of 

Casualty

Location of 

Casualty

Type of 

Casualty

Issues of ECDIS Use by 

Seafarers

COSCO Busan
`07. 11. 07. 

08:30

Bay Bridge, 

USA 
Allision

Lacking understanding of 

chart symbol

LT Cortesia
`08. 01. 02. 

04:54

Varne Bank, 

English 

channel

Grounding Use ECS instead of ECDIS

Pride of 

Canterbury

`08. 01. 03. 

08:30

The Downs, 

UK
Grounding

Not display low water on 

chart by wrong safety 

setting of ECDIS

CFL Performer
`08. 05. 12. 

16:19

Haisborough 

Sand, 

England

Grounding

Wrong safety setting of 

ECDIS and use small-scale 

chart

M/V Beluga 

Revolution

`10. 04. 30. 

22:10

Tench 

Island, South 

Pacific

Grounding
Wrong route plan by using 

old chart(not updated) 

CSL Thames
`11. 08. 09. 

10:26

Sound of 

mull
Grounding

Wrong safety setting of 

ECDIS and no audible 

alarm

USS Guardian
`13. 01. 17. 

02:25

Tubbataha 

Reef, 

Philippines

Grounding Not corrected chart data

Ovit
`13. 09. 18. 

04:34

Varne Bank, 

English 

channel

Grounding

Wrong route plan, not 

safety check of route plan 

and no audible alarm

Table 3-1 Summary of Marine Casualties Caused by Using EC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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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에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 사용되었던 ECDIS의 사용상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사용자의 ECDIS 장비의 이해 부족, 표시 방법 설정 

미숙, 안전 설정 미숙, 소축척 해도 사용, 업데이트 누락이었다. 이로 인해 부차적으로 

항로계획을 부적절하게 세우거나 항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혹은 누락하여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장비 또는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으로 ECDIS가 청각적 알람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전자해도 자체에서 정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서 선박의 사고 발생은 항해사가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인적오류에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청각적 알람의 부재처럼 필수 기능이 누락된 

시스템의 문제점도 있다. 또한 전자해도 업데이트 누락이나 ECDIS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고는 통합항해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HMI나 기능을 보다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개선함으로써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박의 

통합항해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사고의 발생을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항해안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사용 시 항해사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1.2.2 ‘ECDIS Good Practice’ 분석을 통한 문제점

1) ECDIS 이상현상 발견의 배경

IMO는 2005년 FSA를 통해 ECDIS가 항해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58] MSC 

제 86차 회의에서 ECDIS를 주요 항해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한 SOLAS 개정안을 

채택하였다.[45]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ECDIS 탑재 의무가 진행되고 

있다.[46] 이에 따라 SOLAS 협약을 따르는 500GT 이상의 여객선과 3,000GT 이상의 

화물선에서 ECDIS를 필수적으로 탑재하여 해도정보를 기반으로 항해안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표시하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서 사용해야 한다. 

ECDIS는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중요하고 유용한 장비로 

사용되었으나 동시에 H/W, S/W, 데이터가 복합된 매우 복잡한 장비특성을 가지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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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운용상의 이상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ECDIS 사용의 증가와 

함께 더욱 확산되었고 당시 선박에는 ECDIS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항해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쉽게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하였다.[70] 따라서 ECDIS와 같은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일관된 방법의 제어 및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52]

여러 나라와 기관에서는 ECDIS 이상현상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단기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여 논의하였고 해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ECDIS의 이상현상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감시하기 위해 IHO에서는 

DPPC를 제작하고 배포하였다.[53] 영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식별된 ECDIS의 열여섯 

가지의 주요 이상현상과 그에 대한 대안책을 MSC 제 90차 회의에서 보고하였다.[54] 

2012년 MSC 제 90차 회의에서는 ECDIS 이상현상을 포함한 관련 회람문서들의 

통합본을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MSC 제 91차 회의에서 그 통합본의 초안을 

제안하였다.[57] 이후 2015년 MSC 제 95차 회의에서는 기 발행된 7가지 회람문서에 

대한 통합문서 ‘MSC.1/Circ.1503, ECDIS–GUIDANCE FOR GOOD PRACTICE’를 

승인하였다. 

Table 3-2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식별되고 논의된 ECDIS의 이상현상과 ECDIS의 

사용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운용자들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발행된 다양한 회람문서들이다. 이 중 1번부터 6번까지의 회람문서는 2015년 통합문서 

MSC.1/Circ.1503 ECDIS–GUIDANCE FOR GOOD PRACTICE가 발행되면서 폐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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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oc. No. & Date Title

1 SN/Circ.207, 1999. 01. 07 Differences between RCDS and ECDIS

2 STCW.7/Circ.10, 2001. 06. 11

Interim Guidance on Training and Assessment 

in the Operational Use of the ECDIS 

Simulators

3 SN.1/Circ.276, 2008. 12. 10
Transitioning from Paper Chart to ECDIS 

Navigation

4 SN.1/Circ.312, 2012. 07. 09 Operating Anomalies Identified within ECDIS

5
SN.1/Circ.266/Rev.1,

2010. 12. 07
Maintenance of ECDIS Software

6 MSC.1/Circ.1391, 2010. 12. 07 Operating Anomalies Identified within ECDIS

7 STCW.7/Circ.18, 2012. 05. 22 ECDIS Training

8 MSC.1/Circ.1503, 2015. 07. 24 ECDIS-Guidance for good practice

Table 3-2 List of Circulars for ECDIS Anomalies by IMO

통합된 ECDIS 회람문서는 ECDIS의 바람직한 사용에 대해 SOLAS 요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ECDIS 이상현상, RCDS와 ECDIS의 차이점, ECDIS 교육, 종이해도에서 

ECDIS로의 전환, ECDIS 시뮬레이터 운용의 훈련과 평가라는 일곱 가지 측면에서의 

지침을 다루고 있으며 ECDIS의 이상현상, RCDS 모드와 ECDIS 모드의 차이점, ECDIS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과 평가 지침에 대한 세 가지 부록을 포함한다.  다음의 

1)부터 7)까지의 내용에 대한 정보는 MSC.1/Circ.1503 ECDIS–GUIDANCE FOR GOOD 
PRACTICE에서 발췌하였고 각 내용에 따른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71]

1) SOLAS 해도 탑재 요건

가. 내용

SOALS 제 5장 19조 2.10 규칙의 ECDIS 의무 탑재요건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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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까지 ECDIS의 단계별 탑재가 이루어진다. ECDIS는 2009년 이전에 

설치될 경우 1995년에 채택된 IMO 성능 표준 Res.A.817(19)를 따라야 하고 2009년 

이후에 설치될 경우 2006년도에 채택된 개정된 성능표준 Res.MSC.232(82)에 따라야 

한다. ECDIS는 IEC 61174에 따라 개발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공식적인 해도를 

비치해야 하고 ENC와 RNC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종이해도를 구비해야 

한다. 

나. 현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선은 SOLAS, STCW 같은 협약을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그리고 선박은 이러한 협약에 준하여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을 검토하고 적용한다. 

하지만 ECDIS처럼 선박에 새롭게 적용되는 장비는 기존의 선박 항해통신장비와 

시스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수시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제기구에서 협의된 개정사항은 SOLAS와 같은 협약에 

반영되어 성문화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SOLAS 협약에 따라 ECDIS가 탑재되어야 하는 시기는 2012년부터였으나 

ECDIS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IMO 성능표준 Res.A.817(19)는 1995년에 채택되었으며 

이후 2006년도 Res.MSC.232(82)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선박의 항해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해통신장비에 관한 협의는 다른 선박에 관련된 협의와 마찬가지로 매년 

정기적으로 주최되는 국제회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선박에서 활용하는 SOLAS와 같은 

구체적인 협약에 반영되는 시기는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문제는 PSC나 Oil Major와 같이 선박의 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검사기관에서 

회의석상에서만 논의되고 아직 SOLAS나 STCW와 같은 협약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높은 수준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박은 항해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검사 절차를 원만하게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ECDIS와 같이 새로운 항해통신장비가 선박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발견되는 항해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하지 

못한채 안전할 것이라고 맹신하여 사용하는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질적으로 선박에 ECDIS가 적용된 2012년 이전부터 ECDIS를 도입한 선박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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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러한 선박의 일부는 ECDIS의 H/W와 S/W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개정 전의 Res.A.817(19) 성능표준을 따르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개정 전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최신의 IMO와 IHO에서 요구하는 ECDIS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도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없고 항해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9년에 이전에 설치된 Res.A.817(19)를 

따르는 ECDIS는 승인된 ECDIS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SOLAS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해도요건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해 시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72]

최소한의 인원으로 선박의 항해, 통신, 화물, 기관, 교육, 안전 등 관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선박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기에 ECDIS를 도입한 각각의 선박들이 

새로운 장비에 적응해서 항해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근무하는 

선박의 ECDIS가 SOALS 협약 외에 어떠한 규정에 위배되고, 규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며, 예상되는 발생 위험이 무엇인지를 모두 이해하여 각각의 선박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선박에서 항해사의 업무 

부하를 감소시키고 항해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ECDIS와 같은 새로운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서이 등장했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어도 위험요소를 최소로 하고, 보다 안정된 장비를 선박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충분한 시행기간 및 단계적인 도입과 선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가. 내용

ECDIS는 IHO의 가장 최신 버전을 따라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최신의 해도 

물표를 ECDIS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ENC에 있는 물표에 대해 ECIDIS가 적절한 알람 

또는 표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ENC의 설치 또는 불러오기, 해도의 최신화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사들의 S/W 유지 보수 매카니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기국의 정부기관은 선주, 선장, 운항자들이 ECDIS S/W 유지보수가 

중요하다는 것과 ISM code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나. 현황

IHO, IEC, IMO 표준은 필요에 따라 개정되거나 바뀔 수 있고 그에 맞춰 S/W 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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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선박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선원의 입장에서 개별 

장비가 가장 최신의 표준을 따르는지에 대해 일일이 감시하고 조치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우며 비효율적이다. 

FIg. 3-3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56명의 선장 및 항해사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사용해본 ECDIS 제조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복수 응답한 결과이다. 

ETC
27 (8%)

K
2 (0.6%)

M
9 (2.7%)

T
28 (8.3%)

F
68 (20.1%)

J
205 (60.5%)

 

 

Fig. 3-3 Most Frequently used Maker of ECDIS in Nov. 2014 – Jan. 2017
656명의 조사 대상자 중 선박에서 ECDIS 사용해 본 사람은 320명이었다. 선박에서 

사용한 ECDIS 제조사를 묻는 질문에 복수응답한 결과 전체 응답 내용의 80.6%는 J사와 

F사의 ECDIS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였고 8.3%는 T사의 제품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11.3%는 K사, M사를 비롯한 기타 제조사의 장비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 결과 국내의 선주사들과 선박관리회사들은 특정 제조사에서 제작한 ECDI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고 조사되었는데 2012년에서 2018년까지 ECDI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는 ECDIS의 이상현상과 항해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은 개선할 

수 있으려면 ECDIS 제조사가 최신의 IMO, IHO, IEC 규정에 맞도록 시스템의 H/W와 

S/W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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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조사된 J, F, T, K, M 다섯 가지 제조사에 

대해 각각의 제조사가 제작한 ECDIS 제품의 최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승인된 

제품의 증명서 또는 새로운 표준의 동향 등 선박에서 항해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와 구두 문의를 통해 조사한 표이다.

 

Company
the highest level of 

S/W or Model

Contents of public notice

Compliance 

with 

Current 

Standards

Upgrading 

for the 

Latest 

Standards

Type 

Approved 

Cert.

J. (Japan) JAN-2000 Nil Nil MED

F. (Japan) FMD-3100, 3200, 3300 O O DOC

T. (Russia) Navi-Sailor 4000 O O
MED by 

DNV

K. (Norway)
K-Bridge ECDIS 7.1.x,

SeaMap 10 ECDIS 4.1.1
O O MED

M. (KOREA) PM3D Ver. 2.4.8.0 Nil Nil Nil

Table 3-3 Compliance with Legal Standards of Typical ECDIS

Table 3-3에서 보여주는 다섯 개의 제조사는 해운회사에서 다수가 선호하는 장비의 

제조사이며 각각의 장비는 당연히 승인된 제품으로서 선박에 주요 항해 장비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제조사에서 만든 다양한 모델의 ECDIS가 어떤 기관에 의해 

승인된 제품인지와 최신 표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방법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는 않았다. 

ECDIS와 같이 선박의 중요한 장비가 새롭게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 하나는 이전에 사용해 보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이 선박에 보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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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될 수 있는 문제들이 선박의 사고로 이어지거나 혹은 검사에 지적되어 운항일정에 

차질을 빚기 전에 충분히 감시하고 적절히 조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선박의 운항에 있어 운항자는 하나의 항해장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 통신, 

화물, 기관, 교육, 안전 등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중요 장비들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를 제조사 측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는 항해안전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Table 3-3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는 J사와 M사에 메일과 구두로 통신하여 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필요 시 관련 표준의 개정에 따라 H/W나 S/W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선박이나 관리해야 할 선대가 많은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빠르고 분명한 정보 획득과 필요한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CDIS라는 새로운 장비의 도입과 사용에 대한 문제의 일부를 해기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을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미비점을 

교육으로 다수 해결하려고 하여 필수 해기 교육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관련된 IHO, IEC, IMO 등의 표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제정되고 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인적오류의 문제가 아닌 서비스와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제조사나 

서비스 공급자 수준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ECDIS가 선박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는 선박에서 해당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항해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ECDIS에서 식별된 운용상의 이상현상

가. 내용

많은 ECDIS의 운용상의 이상현상이 식별되었고 ECDIS의 복잡한 특성에 따른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특히 2009년 이전에 만들어진 Res.A.817(19) 결의서의 성능표준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ECDIS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ECDIS의 이상현상은 사용자로 하여금 항해상 판단을 내리거나 장비를 운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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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A, ASLs과 같은 최신의 항해구역을 나타내는 IMO 심볼, 복합등질을 가지는 

항해등의 정보, 수면 하 물표 또는 고립장애물표와 같은 정보의 표시 실패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항로계획 모드에서 항로점검에 의한 물표를 탐지하는데 

실패하거나 올바른 알람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다수 알람의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상현상의 존재는 ECDIS S/W가 최신의 IHO 표준에 따라 최신의 

전자해도를 표시하고 표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장비제조사에 의한 적절한 점검이 권고된다. 특히 ECDIS가 종이해도 없이 단독으로 

해도시스템으로서 사용될 때 더욱더 중요하다. 

IHO는 ECDIS 사용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ECDIS DPPC를 

제작하였다. DPPC에는 기타 디스플레이 이상 현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상의  

ENC 셀 두 개와 사용 지침서가 있다. 이를 통해 항해사는 ECDIS의 운용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세트 점검에서 

행동지침을 제안하며 선박에서는 데이터세트 점검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이 지침은 ENC 제공자 또는 IHO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추가 발견된 

문제의 이해를 위해 관계 기관은 ECDIS 이상 현상의 수집, 조사, 배포에 힘써야 하고 

IMO 회원과 정보를 나누며 이에 대한 영향을 항해사에게 알리는 것이 권고된다. 

나. 현황

SOLAS 협약에 따라 ECDIS 사용이 보다 보편화면서 그에 따른 장점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ECDIS의 특성에 따라 이미 발견된 이상 현상이 다수 있고 이러한 

결함은 향후에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ECDIS에서 발견된 이상현상은 Table 3-4에서처럼 관련 문서에서 총 열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71] 이 중 여덟 가지는 IHO에서 개발한 S-64의 DPPC에 의해 

식별되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ECDIS 장비가 S-64에 대해서 점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각 제품 사양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으며 S-64의 DPPC 역시 

ECDIS의 필수 시험 요건으로 만들어진 표준도 아니다. 하지만 DPPC에 의해 발견된 

ECDIS의 이상현상은 항해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식별된 열여섯 가지 

이상현상에 대해 선박에 사용되는 모든 ECDIS가 자유롭다고 보장할 수 없다.[33]



- 56 -

No. Anomalies

1 Inability to correctly display symbols for IMO

2 Incorrect display of foul areas and obstructions in some ECDIS equipment

3
On some occasions some stranded/dangerous wrecks and obstructions may not display 

in any mode

4
An object that falls on a contour line may fail to display in "Standard" mode in 

some ECDIS equipment.

5

Small (point) land areas, especially those depicted only on small scale ENCs may not 

always be clearly displayed and do not always activate alarms in route planning or 

route monitoring modes in some ECDIS equipment

6 Incorrect display of the coloured arcs of light sectors 

7
Some early models of ECDIS are unable to display correctly time-variable data 

encoded in ENCs. 

8
Tidal stream data not available in usable form separated list of values which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use.

9
Display of anchorage, berth and channel names may not be easily visible to the 

mariner and the radius of a maximum swinging circle may not be shown.

10
Three hundred and sixty degree landfall lights not always prominent in comparison to 

shorter range sector lights.

11

ENCs may include certain shoal soundings, especially reported depths, which have 

been encoded in such a way that they do not display in "Standard" Mode and might 

not activate an alarm even where the depth is less than the safety contour setting. 

12

Areas of foul ground that have no known depth value may be depicted in some 

ECDIS as isolated dangers and shown in "Standard" mode; this can result in 

unnecessary screen clutter.

13
Where ECDIS includes an option to show isolated dangers in waters shoaler than the 

safety contour value the symbology used may vary between manufacturers.

14
Screen clutter can be a problem when displaying smaller scale ENCs for areas where 

larger scale coverage is also loaded in ECDIS. 

15
In some ECDIS equipment the text for some notes in the ENC may be truncated or 

not displayed at all, and therefore is not available to the mariner.

16 Unnecessary alarms and indications 

Table 3-4 ECDIS Anomalies in MSC.1/Circ.1503 ECDIS-Guidance for goo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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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된 이상현상은 관계자들에게 배포되고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ECDIS의 이상현상이 항해안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시기적으로 일찍 

ECDIS를 도입한 선박들에게는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각의 이상현상에 대한 

대안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 3-4는 ECDIS에서 식별된 열여섯 가지 이상 현상과 대안책을 도식화 한 것이다. 

Fig. 3-4 ECDIS Anomalies and Workaround 

여기서 열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 All/Other 디스플레이 모드 사용, 선택보고 사용, 

종이해도 사용이 대표적인 대안책으로 제안되었다. 그 외 수동 검사, 간행물 이용, 

교육을 통한 설명이 대안책으로 제시되었고 일부 이상현상은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대안책 중 All/Other 디스플레이 모드 사용은 화면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와 같이 표시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Table 3-4의 열네 번째 문제와 

함께 대안과 이상현상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선택보고를 이용하는 대안도 화면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사별로 다양한 형태의 

선택보고 기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이해도와의 병행 사용은 전자해도와 종이해도 모두의 유지보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항해사 업무 부하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수동 검사, 간행물 이용, 

교육을 통한 개선과 같은 대안책은 시스템 자체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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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보다 시스템 외적인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ECDIS가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서 기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항해사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안전항해에 저해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4) RCDS와 ECDIS 차이

가. 내용

ECDIS는 ENC를 사용하는 ECDIS 모드와 RNC를 사용해야 하는 RCDS 모드로 나뉠 수 

있다. 최근 많은 해역에 대해 ENC가 발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축척의 

ENC가 발행되지 않았다. ENC가 없는 지역에서 RCDS 모드는 항해할 때는 적절한 

최신의 종이해도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나. 현황

ECDIS는 사용하는 해도 형식에 따라 ECDIS 모드와 RCDS 모드로 나눌 수 있다. 

ECDIS가 ENC를 사용하여 ECDIS의 모든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모드를 ECDIS 모드라 하고 ENC 대신 RNC를 사용하여 제한적인 ECDIS 기능을 

제공하는 모드를 RCDS 모드라 한다. 

RCDS 모드를 사용할 경우 해도 경계 미표시, 알람 미발생, 해도별 데이텀 및 투영 

방법 상이 가능성, 통일되지 않은 측지계 사용 가능성, 지형지물 삭제 불가능, 

전방경계의 제한, 선수지시방향 선택 시 글자 및 그림 가독성 저하, 물표의 추가정보 

확인 불가, 안전설정 불가능, 주간 및 야간 모드에서 사용되는 색상 불일치, 축소 및 

확대 시 해상도 저하, 해도 데이터 품질 확인 불가능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72] 또한 

ECDIS를 RCDS 모드에서 사용하는 것은 ECDIS의 장점은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채 

수동으로 넓은 면적의 종이해도를 자유롭게 보는 대신 오히려 제한된 크기의 

디스플레이에서 단지 디지털 형식으로 된 종이해도 정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항해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ECDIS가 종이해도를 대신하여 선박의 주요 항해 장비로 사용되고 이것이 항해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ENC를 사용한 ECDIS 모드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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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MO 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Table 3-5에서처럼 2015년 12월까지 전 세계 

대축척 해도의 발간영역은 97%으로 아직 모든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대축척의 전자해도가 발간되지 않았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3%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축척 해도는 RNC를 이용하여 제한된 ECDIS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60] 

`09.05 `11.05 `13.05 `14.12 `15.12

Small-scale ENCs ~100% ~100% ~100% ~100% ~100%

Medium-scale ENCs 77% 88% 90% 91% 92%

Large-scale ENCs 84% 94% 96% 97% 97%

Table 3-5 Comparison of ENC Coverage with Corresponding Paper Chart Coverage

이는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 ECDIS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백업으로 ECDIS를 갖추고 

있는 선박의 경우 대축척의 전자해도가 발간되지 않은 구역의 항해에서는 종이해도를 

따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ECDIS에서 RCDS 모드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 ECDIS 

사용, 종이해도와 전자해도 모두의 친숙화, 종이해도와 ECDIS의 최신화 및 유지보수를 

모두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항해안전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5) ECDIS의 훈련

가. 내용

STCW 조항에 따라 500GT 이상 선박에 종사하는 모든 항해사들은 해도 및 간행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ECDIS가 탑재되어 있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장과 항해사는 2010 

STCW 개정에 따라 ECDIS의 일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친숙화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ECDIS 제조사들은 해당 제조 모델 ECDIS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권고되며 이 자료는 ECDIS 친숙화 훈련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회사는 선원의 훈련 

증거를 유지하고 이에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5]

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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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ECDIS 장비와 그에 대한 적절한 백업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항해사는 장비 설치와 함께 ECDIS를 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ECDIS와 종이해도를 같이 구비하고 있는 선박에서 

주요 항해 장비를 ECDIS로 할 것이냐 종이해도로 할 것이냐는 협약 해석에 대해 

SOLAS는 ECDIS 탑재 강제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선박에서 주요 항해 

장비로 어떤 것을 쓸 것인지는 선박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통일 해석이 

합의되었다.[65] 이에 따라 일부 선박에서는 ECDIS 탑재요건이 적용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항해 장비로 ECDIS를 활용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는 종이해도를 

이용하여 항해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의 선장 및 항해사가 ECDIS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도 보다 오랜 시간을 허가해 주기도 한다.   

선원의 해기교육은 그들의 역할과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현재 ECDIS 일반 교육은 40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미디어 교육, Type Specific 교육, 선상 교육 등은 

하루 수 시간, 혹은 그 이상 동안 이루어진다.[55] 따라서 ECDIS 교육은 최소 40여 

시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며 BRTM이나 SHS와 같은 교육에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장시간의 교육은 항해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오히려 교육의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

필요한 모든 교육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ECDIS 해기 교육에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해기 운용 능력 향상, 사고사례와 모범사례를 재구성한 

교육과정, 항해사의 경험과 역할에 맞는 교육과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15]

또한 ECDIS를 탑재하고도 종이해도를 주요 항해장비로 선택하는 선박이 ECDIS를 

규정의 산물이 아닌 항해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감시를 수월하게 하고 필요 ENC 발행을 서둘러서 완성해야 하며 ECDIS의 필수 기능과 

관련 정보가 용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6) 종이해도에서 ECDIS로의 전환

가. 내용

ECDIS 항해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서 선주와 운용자는 종이해도를 이용한 항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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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IS를 이용한 항해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평가해야 하고 선장과 항해사는 

ECDIS 사용에 대한 필요성 또는 실질적으로 조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문서화하고 ECDIS 표준 운용절차를 개발하는 

것은 ECDIS를 이용한 항해 실무의 기초를 다지고 선장과 항해사의 교육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 선주와 운항관리자는 선장과 항해사에게 ECDIS 일반 및 친숙화 교육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 현황 및 문제점

Fig. 3-5는 UKHO에서 제안하는 ECDIS를 선박에 적용할 때의 도입 절차이다.[26]

Fig. 3-5 Nine-step Process for a Safe and Efficient Transition to 

Digital Navigation by UK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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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선박에서 종이해도를 사용하던 환경에서 ECDIS 도입을 통해 항해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 파악, 초기 ECDIS 위험성 평가, ECDIS 교육, 

설치, 해도 공급, 절차 수립, 개별적인 선박의 ECDIS 위험성 평가, 전환, 선상 구현의 

아홉 가지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항해 장비 ECDIS를 선박에 적용할 때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전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절차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쳐 ECDIS가 도입된다면 앞서 살펴본 새로운 장비에 대한 

규정의 적용, 변화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다. 또한 ECDIS 훈련에서 

실제 장비에 대한 경험과 교육에 사용되는 시뮬레이터 훈련에 병행하여 보다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선박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따라 ECDIS가 도입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유는 선박에서는 안전, 운항, 통신, 화물, 기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 20-30명의 제한된 인원이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선박에서는 실무에서 ECDIS를 사용하는 항해사들이 새로운 

장비의 목적,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규정 적용 일자에 도래하여 사전준비 

없이 급격히 도입,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ECDIS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항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를 새롭게 도입할 때 발생하는 장비 사용, 교육 이수, 다양한 검사 등의 

과정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 

7) ECDIS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용 훈련 및 평가 지침

가. 내용

시뮬레이터를 ECDIS 운용의 훈련 또는 평가로 사용할 경우 ECDIS 시뮬레이션 장비는 

STCW A-1/12의 모든 성능표준과 모든 기국에서 채택한 성능표준에 만족하고 

항해장비와 선교 운항제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한다. 수심을 생성하고 평가되어야 

하는 조종기술 및 이행되어야 하는 항해와 경계의 실시간 운항환경, 항해제어, 

통신장비를 만들어야 하며 날씨, 조류, 조석과 같은 열린 환경의 수역에서 자선의 

조종성능을 반영하여 실제와 유사하게 시뮬레이션되어야 한다. ECDIS 사용의 시연, 

실질적 사용은 적절한 장소에서 시뮬레이터 사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훈련 연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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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현황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선박조종시뮬레이터의 장비의 요건은  STCW 

A-1/12와 모든 기국에서 채택한 적용 가능한 성능표준에 만족하고 항해장비와 선교 

운항제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환경에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35] 시뮬레이터의 활용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ECDIS 교육  프로그램에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이용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개별 ECDIS의 친숙화 훈련과 함께 복합적인 항해 

상황에 적용하여 훈련하기 위해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15]

3.2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평가

3.2.1 사용자 평가 1

3.2.1.1 설문 방법과 내용

대한민국 국적의 외항선에 종사하는 선장 및 항해사 26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상에서의 안전 항해 정보 이용에 대한 효용성을 조사하기 위해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 이용되는 ECDIS와 MSI를 수신할 수 있는 GMDSS 통신 장비의 

사용 빈도, 사용 만족도, 만족도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설문의 분석을 통해 

사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Fig. 3-6은 배포된 설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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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Survey Form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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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은 일반사항, 통신 장비의 사용 실태, ECDIS의 사용 실태로 분류된다. 

일반사항의 질의는 응답자 인적사항과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항행 구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연령, 직급, 승선 경력, 승선한 선박의 종류, 항행 구역이다. 

선박의 통신 장비의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해 원양 해역에서 항행하는 선박에 

탑재되어야 할 GMDSS 통신 장비를 VHF, Portable 2-way VHF, MF/HF, INMARSAT 

(telex), INMARSAT (telephone, e-mail), INMARSAT EGC Receiver, EPIRB, SART, NBDP, 

NAVTEX 열 가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사용 빈도, 실무에서의 유용성 척도, 유용한 이유, 

불편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선박의 항해 장비의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해 ECDIS 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GMDSS 통신 장비와 ECDIS라는 항해 장비의 사용 빈도, 만족도, 만족도 이유에 대한 

조사는 GMDSS 장비를 통해 수신한 MSI와 ECDIS에서 이용되는 자선 정보, 상대선 정보, 

항행 구역 정보가 서로 통합 연계하여 항해사에게 시각적으로 인식이 용이하도록 전달 

및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3.2.1.2 설문 조사 결과

1) 인적사항

설문은 각 해운 회사에 e-mail 또는 직접적으로 배포되어 260명의 실무 선장 및 

항해사들로부터 회신하였다. Fig. 3-7과 같이 응답자의 나이, 승선하는 선박의 종류, 

승선 경험, 직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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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haracters of Respondents

응답자의 64.2%는 20–30 나이 대에 분포하였고 종사하는 선박의 종류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탱커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33.8%, 23.5%, 21.9%로 전체 

응답자의 79.2%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56명, 98.5%는 원양 해역을 항행하는 

화물선 및 여객선에 종사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177명, 68.1%는 승선 경험이 5년 

이내였으며, 선장, 일등 항해사, 이등 항해사, 삼등 항해사의 비율은 각각 18.5%, 23.8%, 

32.7%, 22.3%이다. 

2) 해상 통신 장비 및 ECDIS 사용 현황

Fig. 3-8은 VHF, Portable 2-way VHF, MF/HF, INMARSAT (telex), INMARSAT 

(telephone, e-mail), INMARSAT EGC Receiver, EPIRB, SART, NBDP, NAVTEX 열 가지 

서비스에 대한 통신장비의 사용 빈도를 나타낸다. 응답자는 1인당 가장 많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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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해 1부터 5까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응답하였다. 

Fig. 3-8 Frequency of Use (top five)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는 VHF, INMARSAT (telephone, e-mail), 

MF/HF, INMARSAT (telex), Portable 2-way VHF 순으로 각각 31.5%, 27.7%, 22.3%, 

16.2%, 2.3%로 조사되었다. 

Fig. 3-9는 통신장비 중 가장 유용한 장비와 가장 불필요한 장비에 대한 분석한 

그래프이다. 항행 중 가장 유용하다고 응답된 서비스는 VHF이고 가장 불필요하다고 

응답된 장비는 NBDP이다. 가장 유용하다고 응답된 서비스와 가장 불필요하다고 

응답되는 서비스는 서로 반대되는 응답 양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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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The most Useful or Useless Equipment

Fig. 3-7과 Fig. 3-8을 같이 비교해 보면 Fig. 3-8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 1, 

2위를 차지한 VHF와 INMARSAT (telephone, e-mail)는 Fig. 3-9에서 유용한 장비 1, 

2위로 조사되었고 Fig. 3-8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 3, 4위를 차지한 MF/HF와 

INMARSAT (telex)는 Fig. 3-9에서 불필요한 장비 2, 3위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VHF와 INMARSAT (telephone, e-mail)는 사용 빈도수와 유용성이 모두 높은 통신 

장비이지만, MF/HF와 INMARSAT (telex)는 자주 사용하나 유용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빈도수와 해당 장비의 유용성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는 항해사가 

항해 중 필요하지 않은 장비의 동작으로 인해 항해 안전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Navigation 이행 또는 GMDSS 현대화 검토 정책에 따른 항해 정보의 통합화, 

자동화, 디지털화는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항해사의 항해안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의 선박 통신장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설문에서 모든 

서비스가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항해사가 불필요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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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노출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필요 정보를 식별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Fig. 3-10은 선박의 통신 장비가 유용한 이유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10 (3.8%)
4 (1.5%)

6 (2.3%)110 (42.3%)

130 (50%)

Reason for Usefulness
by using Communication Equipment

 Necessariness for Safe Navigation
 Convenience for Operation

 Reliability of Information
 Portability of Equipment
 etc

 

 

Fig. 3-10 Reason for Usefulness by Using Communication Equipment

Fig. 3-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통신 서비스의 유용성 이유로 가장 크게 손꼽히는 

것은 응답의 50%를 차지한‘해당 정보의 필요성’과 42.3%를 차지한 ‘이용의 

편리성’이며 이는 2.3%를 차지한 ‘정보의 신뢰성’이나 1.5%를 차지한 ‘장비 

휴대성’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 해당 정보 이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식별되었다. ‘안전상 필요’ 만큼이나 ‘운용상 편리’가 중요하게 선정된 것은 정보 

전달력에 있어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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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은 선박 통신 장비가 유용하지 않은 이유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 항해에 불필요’가 63.1%로 가장 높았으며, 

알람의 혼란 , 신뢰성 저하, 사용상 불편이 각각 11.9%, 8.1%, 6.5%를 차지하였다.   

 Reason for Uselessness 
by using Communication Equipment

27 (10.4%)
17 (6.5%)

21 (8.1%)31 (11.9%)

164 (63.1%)

 Unnecessariness for Safe Navigation
 To make confusing by Alert Signal

 To deteriorate Reliability
 How to use hard
 etc

 

 

Fig. 3-11 Reason for Uselessness by Using Communication Equipment

결국 Fig. 3-10과 Fig. 3-11의 그래프를 모두 분석한 결과 서비스와 정보의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이며 서비스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편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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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는 MF/HF와 INMARSAT (telex)에 대한 불만족 이유이다. 

Fig. 3-12 Reason for Selecting MF/HF and INMARSAT(telex) as a Useless

사용 빈도는 높았지만 유용성이 낮다고 조사된 MF/HF와 INMARSAT (telex) 서비스의 

불만족 이유로 ‘해당 정보가 항해 안전에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MF/HF의 경우 47.7%,  INMARSAT (telex)의 경우 61.3%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Fig. 3-10, Fig. 3-11, Fig. 3-12의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해당 서비스 사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정보의 필요성’이며 실제 

선박에서는 당시 상황에 필요하지 않은 장비를 동작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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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해사가 통신 장비를 통해 수신한 MSI정보는 ECDIS와 같은 통합항해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자선정보, 상대선정보, 항행구역정보와 통합적으로 사용된다. 정보를 

통합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사용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ECDIS 장비의 사용 

만족도와 그 이유를 조사하여 항해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식별하였다.

Fig. 3-13은 ECDIS 장비에 대해 만족도를 1에서 9까지의 수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ECDIS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선박에 도입되는 장비로 

설문을 진행하는 2014년 10월 당시 260명의 응답자는 모두 선박에서 ECDIS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선박에 ECDIS에 도입되는 과정에 설문이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사용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응답자의 79.2%가 3,000GT 이상의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탱커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ECDIS의 사용 목적과 기능, 특성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ECDIS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FIg. 3-13 

그래프는 ECDIS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 혹은, 기대 만족도라고 볼 수 있다. 



- 73 -

25

1 1 4 2

19

35

60

50

63

No
Answer

1 2 3 4 5 6 7 8 9
0

10

20

30

40

50

60

70

Satisfactory

N
o.

 o
f R

es
po

nd
en

t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ECDIS usage
Unsatisfactory

Fig. 3-13 Satisfaction Level of ECDIS Usage

ECDIS 만족도에 대해 응답 수준 1에서 3까지의 응답자는 6명, 2.3%이고 4에서 

6까지의 응답자는 56명, 21.5%, 7에서 9까지의 응답자는 173명, 66.5%으로 보편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해안전에 필요한 자선, 상대선, MSI, 항행구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CDIS 장비에 대해 응답자는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3.8%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Fig. 3-14는 ECDIS 사용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족 이유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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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Reason for Selecting ECDIS as a Unsatisfactory

ECDIS가 정보의 통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해도 시스템 기능 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발전된 항해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는 장비의 사용이 어렵고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고비용, 장비 알람의 혼란, 사용 불필요 보다 두드러지는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ECDIS와 같은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정보의 통합 및 단일 디스플레이의 

사용을 위해서는 장비의 편리한 사용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3.2.1.3 설문 결과 분석

사용자 설문 조사를 통해 해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 MF/HF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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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ARSAT (telex)의 경우 사용빈도는 높았지만 불필요한 장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오히려 부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안전 항해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항해사들이 통신 장비나 항해 장비를 사용 할 때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만족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통 요소는 ‘정보의 필요성’이며 

만족도 향상에는 ‘장비 이용의 편리성’불만족 감소에는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었다. 

항해 안전을 위해 항해사가 이용하는 실시간 정보는 해상통신장비를 통해 수신되며 

이 정보가 효과적으로 항해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수신과 해당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현대화 검토 

정책에서는 Human-Centered Design, Usability Testing evaluation and assessment, 

Software Quality assurance에 대한 세 가지 통합 지침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에서 항해장비와 통신장비의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 장비의 잦은 사용 

빈도가 필요성과 반드시 연결된 것은 아니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필요성, 정보의 신뢰성, 장비의 이용 편리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된 제도라 해도 실무에 적용될 때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발전된 항해 장비의 

선박 안전을 위한 기본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식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의 등장 뿐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 정보의 필요성, 장비의 용이성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항해사의 

안전 항해를 위한 문제 인식과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3.2.2 사용자 평가 2

3.2.2.1 설문 방법과 내용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선박에서 항해사에 의해 사용된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은 선박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항해사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 2장에서 살펴본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른아홉 가지의 정보특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박에서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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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항해사로 근무하거나 승선을 위해 ECDIS와 GMDSS와 관련한 해기 교육을 이수한 

예비항해사를 대상으로 Fig. 3-15와 같이 설문하였다. 

 

Fig. 3-15 Survey Format 2

설문의 내용은 성명, 소속, 승선한 선박종류, 선박크기, 사용한 ECDIS 장비에 대해 

질의하는 일반사항과 제 2장에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SENC, 

ONI, 디스플레이 모드, 항해계획·감시·기록, 인터페이스, 시험, 백업, 전원, H/W와 

S/W의 유지보수에 대한 서른아홉 가지의 이원적 설문이다. 이원적 설문이란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두 번 질의하는 방식이며 설문 후 이원적 방식의 

질의 내용을 Kano 모델을 적용하여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Kano 모델을 이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Kano 모델의 품질 요소와 고객만족 모델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기능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능 또는 서비스를 

당연하게 느끼면 물리적으로 충족된다 하더라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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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기능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사용자가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하는 물리적 충족상황과 사용자의 만족에 대한 일원적 

대응관계만으로는 사용자 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1984년 Kano가 발표한 이원적 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Fig. 3-16은 Kano의 이원적 인식방법의 개념과 그에 따른 고객만족 모델을 나타낸다. 

Fig. 3-16 Two-dimensional Quality Attribute Model & Employee Satisfa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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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만족 또는 불만족이라는 주관적 측면을 종축에 두고 물리적인 충족 또는 

불충족이라는 객관적 측면을 횡축에 두어 각각의 만족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합하여 

여섯 개의 품질요소로 구분한다. 각각의 품질 요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6]  

① 매력적 품질요소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만족을 주지만 충족되지 않아도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품질요소이다. 이는 충족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별다른 느낌을 주지 않지만 

제공되었을 경우 만족감 이상의 기쁨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극요인이다.   

② 일원적 품질요소

물리적 충족상황이 충족되면 만족하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고객이 항상 원하는 것이며 제품 성능 및 서비스의 기본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통상적으로 사용자 만족도와 연결하여 고려하는 개념이며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만이 증대되는 요소이므로 사용자 만족 향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속성별 수행도와 전체 만족도가 선형적이고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는 

수행요인이다. 

③ 당연적 품질요소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기대사항에 관련한 

품질요소이다. 충족되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 불충족하다면 불만을 일으키므로 

기본적 만족도를 필요사항이지만 만족을 위한 충분요건은 되지 못한다. 불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의 기초요인이다.  

④ 무관심 품질요소

물리적 상황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만족은 물론 불만도 일으키지 않는 

품질요소이다. 

⑤ 역 품질요소

충족되었는데도 불만을 일으키거나 불충분한데도 만족을 주는 품질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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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의적 품질요소

일반적인 평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회답으로 설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표현이 이상한 것으로 응답자의 품질요소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가 응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Timko의 고객만족계수

① Better 지수

사용자만족계수로 어떤 서비스가 사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경우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족 향상 효과의 기대수준을 의미한다. 

 
 

(3-1)

Better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사용자 만족을 많이 

유발시키는 속성으로 충족되었을 때 만족의 정도가 높다. 

② Worse 지수

어떤 서비스가 사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경우 불만족 감소효과의 기대수준을 

나타낸다. 

 


×  (3-2)

Worse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 불만족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속성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만족 정도가 커지는 음의 값을 갖는다. 0에 가까울수록 불만족을 일으키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 

3.2.2.2 설문 결과 분석

1) 정보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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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장비에서 표시되는 정보 및 기능 서른아홉 가지에 대해 ECDIS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해기인력 쉰아홉 명을 대상으로 Kano 모델과 Timko 사용자만족계수를 적용하여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로 분석된 결과에 대해 Fig. 3-17에서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사용자들은 각각의 항해 정보 특성을 일원적, 필수적, 매력적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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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Analysis Result of Each Information as Positive Quality

이 중 특히 일원적 특성을 50% 이상 가진다고 분석된 정보는 단일의 색으로 채워진 

삼각형 기호로 나타내었으며 Table 3-6과 같다. 안전등심선 설정, 항로 계획,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시간, 센서 이상 경보, TT 정보의 이상 경보가 정보 충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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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응답되었는데 주로 해도와 충돌 방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이에 해당되었다. 

No. Description No. Description

3 Safety Contour Setting 35 Malfunction Alerts of Sensors 

19 Route Planning 36 Malfunction Alerts of ARPA or AIS

20 Display of Time and Distance to go 

Table 3-6 Information as One-dimensional Quality

 필수적 특성을 가장 높게 가진다고 분석된 정보는 Fig. 3-17에서 단일의 색으로 

채워진 사각형 기호로 표시되었으며 Table 3-7과 같다. AIS 물표 소실 경보, 위치선 

표시, S/W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필수적인 특성을 가장 높게 가진다고 분석되었다. 

No. Description No. Description

13 AIS Lost Target Warning 39 Software Maintenance

26 Line of Position Fix

Table 3-7 Information as Must-be Quality

상대적으로 매력적 특성을 높게 가진다고 분석된 정보는 Fig. 3-17에서 단일의 

색으로 채워진 원형 기호로 표시되었으며 Table 3-8과 같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안전 

수심 설정, TT 정보 확인, 항로계획 비교, 다른 정보와의 연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해도 고유의 목적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정보가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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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scription No. Description

4 Safety Depth Setting 30
Connection with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8 Tracked Target Information Display 31 Connection for SENC Information

9 AIS Target Filtering 32
Connection with NAVTEX of SafetyNet 

for MSI

11
Voyage-related Information Display of 

Targets
33

Connection for Transfer of Route 

Information

23
Comparison between the Changed 

Route and the Planned Route 

Table 3-8 Information as Attractive Quality

Fig. 3-18은 긍정적인 요소 A, M, O로 분석되는 정보들과 부정적인 요소 I, R, Q로 

분석되는 정보들의 비교이다. A는 매력적 품질요소를 나타내는 Attractive Quality 

Attribute의 약자이며 M은 당연적 품질요소를 나타내는 Must-be Quality Attribute이고 

O는 일원적 품질요소를 나타내는 One-dimensional Quality Attribute를 나타낸다. A, M, 

O 모두는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거나 유지되는 것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항해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I는 무관심 품질요소를 나타내는 Indifferent Quality Attribute의 약자이고, R은 역 

품질요소를 나타내는 Reverse Quality Attribute를 나타내며 Q는 회의적 품질요소를 

나타내는 Skeptical Quality Attribute를 의미한다. I, R, Q는 모두 정보가 제공되면 

오히려 사용자의 불만요소를 가중시키거나 어떠한 만족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항해안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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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of Positive vs. Negative Quality

항해장비의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안전 항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정보들이 제공되므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 A, M, O로 분석되는 정보들이 

많았으나 일부 I, R, Q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로 분석되는 정보도 있었다. 그 정보는 

Table 3-9와 같다. 부정적인 요소로 분석된 정보는 RADAR 오버레이, IHO의 표준 심볼 

표시, 물표의 메타데이터 표시, BNWAS 및 SENC와의 연동 등 항해 안전에 직접적인 

정보가 아닌 일부 정보가 이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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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scription No. Description

7 Radar overlay 30
Connection with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17
IHO Recommended Colours and Symbols 

be used
31 Connection for SENC Information

25 Meta Data Display of Objects

Table 3-9 Information as Negative Quality

부정적인 요소로 식별된 Table 3-9의 정보는 사실 ECDIS의 정보를 검증하거나 

항해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항해안전에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부정적으로 분석된 이유는 항해에 필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사용방법이 

복잡하거나 정보의 유용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한 방법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정보의 사용자 만족도 계수

FIg. 3-19는 각 정보의 사용자 만족도 계수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선박에서 사용되는 

서른아홉 가지로 분류된 정보이다. y축을 중심으로 우측은 Better 지수이고 좌측은 

Worse 지수이다.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Better 지수와 Worse 지수의 절댓값의 

합이다. 절댓값이 클수록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의 사용자 만족도 증가와 불만족도 

감소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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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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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사용자 만족을 향상시키며 Worse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 불만족을 강하게 유발시킨다. 따라서 Better 

지수가 클수록, Worse 지수가 작을수록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만족을 잠재울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즉, Better 지수와 Worse 지수의 절댓값 합이 큰 것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개선되었을 때 만족도 효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Better 지수와 Worse 지수의 절댓값 합이 0.90 이상인 정보는 19번 항로계획수립, 

20번 항로감시, 35번 센서 정보 수신 감시이고, 절댓값 합이 0.80 이상 0.90 미만인 

정보는 3번 안전등심선 설정, 4번 안전수심 설정, 6번 축척 정보 표시 및 변경, 12번 

AIS 정보, 16번 진운동 정보, 24번 GPS 위치 비교, 37번 백업, 38번 전원 공급에 관한 

정보이다. 

FIg. 3-20은 각 정보의 사용자 만족도 계수의 범위를 나타낸다.

Fig. 3-20 Range of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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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에서 데이터 좌표에 같이 입력된 1부터 39까지의 숫자는 서른아홉 가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고유번호이다. x축 음의 방향으로 가까워질수록 정보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만족지수가 커지며 y축 양의 방향으로 가까워질수록 정보가 충족되었을 때 

만족도가 커진다. 즉, 체크무늬 패턴으로 표시된 좌측과 상단의 정보들이 만족도계수가 

크고 빗금무늬 패턴으로 표시된 우측과 하단의 정보들이 만족도계수가 작다. y축의 값 

0.5 위치에 있는 선분 a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때 만족도계수가 크고 x축의 값 0.25 

위치에 있는 선분 b를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하였을 때 만족도계수가 크다. Fig. 

3-20에서 만족도계수가 큰 정보는 10번 AIS의 TT 정보, 19번 항로계획수립, 35번 센서 

정보 수신 감시, 36번 상대선 정보 수신 감시, 37번 백업이다. 

Fig. 3-19와 Fig. 3-20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자 만족도 계수가 큰 정보는 9번 

항로계획수립, 35번 센서 정보 수신 감시, 37번 백업에 관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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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선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중심설계 방안

제 3장에서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사례와 이상현상을 

분석하고 항해사를 대상으로 통합항해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Kano 모델을 

적용한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선박에서 항해안전을 위해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정보가 항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아보고 제 3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 3장에서 

사용자만족계수가 컸던 센서 정보를 표시하는 자선에 대한 화면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고 

실제 운항 중인 선박에서 설치하여 모바일 LTE 및 3G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선박의 운항 상태를 육상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현대화 검토 정책에 따른 무인자동화선박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1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개선 방안

4.1.1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과 인적요인의 관계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등장은 선박의 안전항해에 도움을 주지만 모든 정보의 통합이  

해양사고 감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양사고란 선원의 고의성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않은 선박 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 선박, 해양구조물의 손상, 손실 및 

해양 오염을 의미한다.[42] 이와 같은 해양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적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며 이 중 해기사의 자질결함도 해양사고를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11] 해양안전과 해양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의 주요 요인을 Fig. 4-1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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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Main Factors Effecting on Marine Safety

해양안전을 위한 선박의 요소는 크게 구조, 설비, 운용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중 

선박의 운용은 해양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만약 

선박의 구조, 설비, 운용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선박은 

충돌, 좌초, 전복, 침몰에 의한 멸실 또는 유기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명손실, 

해양시설물의 손상, 해양오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양사고의 큰 원인이 되는 인적오류에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해장비를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 유능한 해기사 양성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기교육의 강화가 수반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11] 하지만 인적오류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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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해기교육 외에도 인간공학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설계, 제작,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적오류을 유발할 수 있는 피로, 

스트레스, 음주, 선원의 자질 부족 중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중심설계는 항해사의 

피로와 스트레스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또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개발은 선원의 자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지는 않지만 

시스템 사용을 편리하게 하여 선원이 장비에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자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은 해양사고의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오류의 감소를 위해 

단순한 정보의 통합과 나열이 아닌 선박의 상황에 따라 안전항해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을 제공하고 그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해양 사고 현황과 원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5년 해양사고통계 자료를 통해 최근 수년간의 해양사고에 

대해 사고해역, 사고종류, 선박크기, 선박종류 등으로 구분한 사고발생 현황을 

정리하였다.[17] Fig. 4-2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선박 등록척수, 해양사고척수, 선박 

해양사고척수와 등록척수의 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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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Status of Ship’s Accidents in Korea, 2009-2014

이 도표에서 보여주듯이 선박의 등록 척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선박의 사고 척수는 

2010년도, 2012년도, 2013년도는 하락, 2011년도와 2014년도는 상승하여 사고척수와 

등록척수의 비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에서 2.5%를 사이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선박의 등록척수는 꾸준히 

감소하는데 비해 매년 발생하는 사고율은 낮아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ig. 4-3은 EU와 AGCP 보고서에서 발췌한 유럽지역의 해양사고건수와 전 세계 

전손한 선박척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U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지역의 

해양사고 건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1,271, 2,117, 2,767, 3,025건으로 매년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25] 영국 선급의 자료를 활용한 AGCP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전손된 선박은 각각 129, 125, 95, 123, 112, 88, 

85척으로 201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20] 이 그래프에서는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선박 전체가 유실되는 사고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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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Status of Ship’s Accidents in the World

위 그래프처럼 유럽 지역의 해양사고 건수의 두드러지는 증가와 전 세계 선박 전손의 

소폭 감소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손실의 증가 또는 손실의 유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손실을 방지하고 해상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양사고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양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해상 사고 중 재결 내용을 기준으로 파악한 사고 원인을 보면 COLREG와 

같은 법령 규제사항 미준수, 항해 일반원칙의 미준수, 출항 전 준비의 부적절, 직무명령 

미준수, 인계 부적절로 세분화되는 운항과실이 전체 해양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조사되었다.[17] Fig. 4-4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재결 내용에 따라 분석된 해양 

사고 원인이며 전체 사고의 81.99%가 운항과실에 기인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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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ause of Marine Accidents in 2011-2015

IMO에서는 해양사고의 80% 이상이 인적오류와 선교팀의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 영국 P&I에서 15년간 100,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6,091건의 

상선사고를 분석한 결과, 62%의 사고가 인적오류에 영향을 받았다고 조사되였다.[8] 

이처럼 해양사고는 주로 인적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오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항해사의 

인적요인은 정신적, 육체적, 선원의 자격 및 훈련에 관한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9] 

개선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중심설계방안은 항해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감소시키고 선원의 훈련에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IMO의 개편된 조직 구조가 의미하는 인적요소의 중요성 

IMO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 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와 통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과거 IMO는 다섯 

개의 위원회와 아홉 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었지만 예산 문제와 업무 효율성, 최근의 

해사 동향을 고려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4년 1월부터 일곱 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012년 1월 12일 런던 IMO 본부에서 당시 사무총장이던 K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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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imizu는 IMO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과 조직 구조 외 다양한 부분의 검토와 

개편 작업을 지시하였다.[10]

Fig. 4-5는 개편된 IMO 조직도이다. 개편된 조직도에서 인적요소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기존의 STW가 HTW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적인 업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인적요소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IMO에서 논의되는 많은 내용에 인적요소를 얼마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는 보여준다. 따라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은 인적요인을 고려한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설계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4-5 Reorganization of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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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해사의 의사결정 과정

선박의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은 항해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항해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항해사가 사용하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이 선박 항해환경에 따라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이는 당연히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Fig. 4-6은 항해사가 항해당직 중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4-6 Decision–making Process in Navigational Watch-keeping

1부터 5까지 각각의 노드는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항해사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보수집, 문제식별, 행동결정, 행동, 문제해결을 의미한다. 각 노드에서 사건의 발생 

유무, 내용, 결과에 따라 다음 노드로 이동 또는 되돌아가서 과정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항해사는 노드 2에서 문제점이 식별되기 전까지 노드 1의 정보수집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다 노드 2에서 문제가 인식되면 노드 3의 행동결정과 노드 4의 행동을 

거쳐 노드 5의 문제해결로 상황이 종결되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노드 4에서 행동하고 

노드 5의 상황 종결로 이어지지 못하면 노드 3과 노드 4를 반복하며 궁극적으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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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선박의 항해안전은 노드 2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 

또는 노드 2가 발생하더라도 노드 5로 종결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은 노드 1에서 필터링 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드 3에서 항해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항해사의 안전운항을 돕는다. 

노드 1의 필터링 정보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선정보, 상대선정보, 

MSI정보, 항해구역정보 중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필수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무분별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가 아닌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제공빈도를 필터링한 정보로서 항해사로 하여금 선박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방지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필수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이 필터링 

된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노드 2의 문제점 식별을 지체시키고 이후 노드 3과 

노드 4의 행동결정과 행동의 이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지 

못하여 노드 5로 종결되는 단계를 지연시킴으로써 항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중심설계를 위한 개선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은 Fig. 4-6의 노드 1에서 

정확한 상황 인식을 도울 수 있는 필터링 된 필수 정보와 노드 3에서 필요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Fig. 4-7은 자선이 대양, 연안, 항만을 항행할 때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사각형으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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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Filtering Information

필터링 정보의 기준은 항목이 아닌 빈도이다. 자선정보, 상대선정보, MSI정보, 

항행구역정보는 모두 항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대양, 연안, 항만 어느 

위치에서라도 반드시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보를 제공받는 빈도는 자선과 

위험물의 거리, 자선과 위험물의 접근속도, 주변 지형지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2 개선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중심설계 방안

제 3장에서는 IMO와 IEC에서 요구하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운용요건을 분석하고 

선박에서 활용되는 정보를 서른아홉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한 사고사례와 이상현상을 분석하고 사용자 설문과 Kano 모델을 적용한 

사용자 평가를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GMDSS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MSI 정보를 수신할 때의 문제점은 MSI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다양하고 각각의 정보를 개별 단말기에서 확인해야 하며 정보의 전달 

형태가 이미지가 아닌 문자 또는 음성 형식이기 때문에 자선의 위치 정보와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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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또는 전자해도 위에 수신된 MSI 정보를 이동해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신된 MSI 정보가 자선의 현재 위치 또는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와 

너무 멀어 실제 항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식별되었으며 실제 선박에서도 항해사들은 GMDSS 장비 중 일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당 장비를 매우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2. 통합항해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사고사례와 이상현상 분석을 통해 식별된 

사용자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은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항해안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사용 시 항해사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항해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HMI나 기능을 보다 사용자 관점에서 

개선함으로써 사용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3.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평가 결과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정보의 

필요성, 정보의 신뢰성, 장비의 이용 편리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Kano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박에서 사용되는 서른아홉 가지의 정보 중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항로계획수립, 센서 정보 

수신 감시, 백업에 관한 정보라고 분석되었다. 

이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분석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필수적은 정보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 만족도 계수가 높았던 항로계획과 관련한 기능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사용자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식별되었던 GYRO, GPS, LPG로 구성된 

센서와 관련하여, 자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고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현대화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 선박에 탑재하여 

선박의 운항 상태를 육상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2.1 항해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개선방안

선박에서 이용하는 정보는 무수히 많으나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정보는 크게 자선, 상대선, MSI, 항행구역 정보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항행 

중인 선박의 위치와 항해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수신주기, 빈도, 형태, 중요도, 



- 100 -

위험도 등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Table 4-1과 같이 항행 

구역의 구분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Organization

Navigational 
Purposes

KHOA NOAA Kartverket JCG

Overview

or Sailing

~

600,001

General
~ 

4,000,000

600,000 ~ 

150,001

10,000,000 ~ 

700,001

~ 

4,000,000

Sailing
4,000,000 ~ 

1,000,000

4,000,000 ~ 

1,000,000

Coastal
1,000,000 ~ 

300,000

150,000 ~ 

50,001

360,000 ~ 

100,000

1,000,000 ~ 

300,000

Approach, Coastal

or Main

300,000 ~

50,000

100,000 ~ 

50,000

300,000 ~

50,000

Harbor
50,000 

~ 

50,000

~

25,000 ~ 

5,000

50,000

~

Berthing

Table 4-1 Nautical Chart scale accordance with Navigational Purpose 

Table 4-1에서처럼 전 세계 해역의 형태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항해 목적을 

정의하는 이름과 해당 축척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축척의 범위가 

유사하지만 한국은 항해 목적을 General, Sailing, Coastal, Approach, Harbor로, 일본은 

General, Sailing, General charts of coast, Coast, Harbor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Sailing, General, Coastal, Harbor로, 노르웨이는 General, Coastal, Main, Harbor로 

분류하고 각각의 축척도 조금씩 다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KHOA에서 정의한 각각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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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도 : 축척 1:4,000,000 미만 이하 극히 넓은 구역을 그린 것으로 항정이 긴 

항해에 사용하지만 주로 항해계획을 입안하는데 사용하는 해도, 그 점장의 정도는 

축척에 따라 다름.

2) 항양도 : sailing, 축척 1:1,000,000 미만 이하의 긴 항정의 항해에 사용하며 

육지에서 먼 바다의 수심, 주요한 외양등대, 외방부표 및 먼 거리에서 보이는 자연적인 

육표 등을 도시한 1°마다 점장된 해도

3) 항해도 : coast, general 축척 1:300,000 미만 이하 육지를 바라보며 항해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해도이며 선위는 주로 육표, 외방부표, 무선표지에 의한 방위선, 

레이더 또는 특심에 의하여 구할 수 있고 30′마다 점장되어 있음

4)　해안도 : coast 축척 1:50,000 미만 연안항해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연안의 지형이 

세부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30′, 20′, 혹은 10′마다 점장되어 있음

5) 항박도 : harbor, 축척 1:50,000 이상의 항만, 묘박지, 어항, 수로 등의 작은 구역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접안시설 등을 자세하게 그린 평면도, 해도 가운데 어느 좁은 

부분을 그 해도에 별도로 하여 나타낸 것은 분도라 하는데 이것도 항박도에 속함

Table 4-2는 각 기관에서 정의한 전자해도의 항해 목적에 따라 부여된 코드 및 

축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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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

Navigational 
Purposes

KHOA 

Scale 

Range

KHOA 

Compilation 

Scales

IHO Scale 

Range

Available 

Compilation 

Scales

Radar 

Ranges 

(NM)

1. Overview
~

1,500,000
2,000,000

~

1,500,000

3,000,000 ~

1,500,000
200 ~ 96

2. General
1,499,999 ~ 

350,000
500,000

1,499,999 ~ 

350,000

700,000 ~ 

350,000
48 ~ 24

3. Coastal
349,999 ~ 

90,000
250,000

349,000 ~

 90,000

180,000 ~ 

90,000
12 ~ 6　

4. Approach
89,999 ~ 

30,000
50,000

89,999 ~ 

22,000

45,000 ~ 

22,000
3 ~ 1.5

5. Harbor
29,999 ~ 

7,500
25,000

21,999 ~ 

4,000

12,000 ~ 

8,000 ~

4,000

0.75 ~ 

0.5 ~

0.25

6. Berthing
5,000 

~ 
5,000

3,999

~

3,999 

~ 

0.25

~

Table 4-2 Electronic Chart scale accordance with Navigational Purpose 

전자 해도가 종이 해도와 비교해서 가지는 장점은 해도 관리의 용이성, 가벼운 

데이터 용량, 항해 및 시스템 위험의 알람 제공, 선박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디스플레이 설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ECDIS에서 사용자의 사용 

미숙이나 잘못된 설정으로 전자해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내용의 

정보를 표시하여 식별을 어렵게 하거나 제때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과도한 정보의 표시는 결국 과도한 알람으로 이어지며 이는 안전 항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ECDIS의 단일 디스플레이에서 여러 정보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정보로 화면이 지저분해지고 불필요한 

알람을 다수 발생시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정제된 정보의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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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ECDIS에서 정보를 여과해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능이 SCAMIN이다. 이는 

과도한 정보의 표시와 알람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해도의 각 물표에는 

SCAMIN 값을 지정하여 축척이 작아질 때 물표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CAMIN 5,000 값을 가지는 물표는 1:6,000 축척의 ECDIS 화면에서는 표시되지 

않는다.[27] IHO는 S-57 Appendix B1 Annex A 2.2.6항에서 SCAMIN 값을 지정할 때 

Compilation scale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자해도가 1:25,000의 

종이해도에서 제작되었다면 Compilation scale은 Table 4-3을 참조하여 1:25,000과 가장 

근접하면서도 큰 축척 즉, 표준 축척 1:22,000을 따라야 한다.

전자해도는 레이더와 같은 축척을 두고 보는 것이 항해 위험 물표를 식별하고 

인지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표시 축척 및 Compilation 축척과 함께 적절한 Radar 표시 

범위도 같이 표기하고 있다.[32] 

Selectable Range
Standard Scale 

(rounded)
Selectable Range

Standard Scale 

(rounded)

200    NM 1 : 3,000,000 3    NM 1 :   45,000

96    NM 1 : 1,500,000 1.5   NM 1 :   22,000

48    NM 1 :  700,000 0.75  NM 1 :   12,000

24    NM 1 :  350,000 0.5   NM 1 :    8,000

12    NM 1 :  180,000 0.25  NM 1 :    4,000

6    NM 1 :   90,000

Table 4-3 Compilation Scales for ENCs based upon Standard Radar Range

Fig. 4-8은 JRC 제조사에서 제작한 JAN-901B라는 모델의 ECDIS에서 부산 가덕도 

부산 신항 구역을 선박의 항행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축척으로 이용할 때의 화면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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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0 1:1,000,000

1:500,000 1:200,000

1:50,000 1:20,000

Fig. 4-8 Different ENC according to Char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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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는 한정된 공간을 대축척으로 표시할 때가 소축척으로 표시할 때보다 자세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포함한다. 축척이 작아질수록 정보의 상세는 떨어지지만 해당 

축척에서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해역은 더 넓어진다. 축척을 점점 작게 변경하면 

화면에서 보이는 해역은 작아지면서 더 넓은 범위까지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 

넓은 해역은 포괄하는 정보들이 한꺼번에 표시되면서 정보들이 겹쳐 알아볼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해도의 오브젝트들은 정해진 SCAMIN 값을 가지고 

있으며 오브젝트가 가진 SCAMIN 값보다 작은 축척이 되면 해당 정보는 감춰지고 이런 

방식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는 축척이 줄어들면서 일정 부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SCAMIN 기능이 있어도 Fig. 4-8과 같이 각각의 해도에서 정보의 혼잡함은 존재하며 

이를 방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해도 축척에 따른 표시 정보의 구분이 필요하다. 즉, 

항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항행 상황은 축척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 선박에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 이용되는 ECDIS를 통해 어떠한 항행 구역 

정보가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ECDIS에 대한 IEC 성능 요건을 살펴보았다. Table 

4-4는 IEC에서 요구하는 ECDIS 정보를 기본 정보, 표준 정보, 모든 정보의 표시 모드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30] 이 정보들은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구분된 자선 정보, 

상대선 정보, MSI 정보, 항행 구역 정보 중 항행 구역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선박은 IEC 

요건에 따라 최소 기본 정보와 표준 정보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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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Mode
Contents

1.

Base 

Display

1-1 coastline (high water)

1-2 own ship's safety contour

1-3

isolated underwater dangers of depths less than the safety 

contour which lie within the safe waters defined by the 

safety contour

1-4

isolated dangers above water which lie within the safe water 

defined by the safety contour such as fixed structures, 

overhead wires, etc

1-5 scale, range and north arrow

1-6 units of depth and height

1-7 display mode

2.

Standard

Display

2-1 display base

2-2 drying line

2-3 buoys, beacons, other aids to navigation and fixed structures

2-4 boundaries of fairways, channels, etc

2-5 visual and radar conspicuous features

2-6 prohibited and restricted areas

2-7 chart scale boundaries

2-8 indication of cautionary notes

2-9 ship’s routing systems and ferry routes

2-10 archipelagic sea lanes

3.

All Other 

Display

3-1 spot soundings

3-2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3-3 details of all isolated dangers

3-4 details of aids to navigation

3-5 contents of cautionary notes

3-6 ENC edition date

3-7 most recent chart update number

3-8 magnetic variation

3-9 graticule

3-10 place names

Table 4-4 SENC Information of EC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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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에서 요구하는 기본 표시, 표준 표시, 모든 표시 모드의 정보가 선박에서 사용되는 

ECDIS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본 JRC 제조사에서 만든 JAN-901B 모델의 ECDIS를 이용하여 표시되는 

정보들을 분석하였다.

Table 4-4에서 ECDIS의 기본 표시 모드의 정보는 어떠한 제조사에서 만든 ECDIS라도 

항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이며 이 정보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다. ECDIS에서 

부산항 해역을 1:50,000 축척에서 기본 표시 모드로 설정할 경우 Fig. 4-9와 같이 

표시된다. 

Fig. 4-9 Base Display Mode of JRC ECDIS, JAN-901B

기본정보 표시 모드에서는 해안선, 자선의 안전등심선, 안전 수역에 위치한 

안전등심선보다 낮은 수심의 고립장애, 안전 수역에 위치한 수면 상부 장애, 축척, 범위, 

진북 표시기, 수심과 높이의 단위, 표시 모드의 정보를 제공한다. 항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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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심 정보를 이미지로 식별하기 위하여 자선의 흘수에 따라 항해사는 

안전등심선 설정을 하고 이에 따라 수심이 얕은 구역은 파란색으로 깊은 구역은 

하얀색으로 표시되며 설정한 안전등심선을 기준으로 위험 수역 접근에 대한 경보를 

제공한다. 만약 전자해도에서 자선이 설정한 안전등심선 정보가 없다면 전자해도는 

설정한 안전등심선 정보를 넘지 않는 가장 작은 등심선을 기준으로 안전한 수역과 

위험한 수역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1:50,000 해도에 10m, 20m, 30m, 40m, 50m의 등심선 정보가 있고 흘수가 

12m인 선박이 안전 등심선을 15m로 설정하였다면 전자해도는 15m 등심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15m 보다 큰 등심선 중 가장 작은 20m 등심선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안전수역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때 전자해도는 20m를 기준으로 위험과 안전을 

구분하고 알람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박이 18m 수심 지역을 항행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얕은 수역에 대한 위험이 없음에도 전자해도는 지속적으로 알람을 발생시키고 항해사는 

필요하지 않은 반복적인 알람을 무시하면서 다른 중요한 알람도 함께 지나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선박이 여유 수심이 충분한 대양을 항해할 때보다 최소한의 여유를 

가지고 항해하는 연안 수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보다 넓은 폭과 길이, 깊은 흘수를 가진 선박이 많아지고 입항 또는 출항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항만은 준설을 통해 필요 수심을 

확보하고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은 항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수심만 둔 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조시에 맞추어 최대한의 수심을 확보하여 

항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육지와 인접한 해역을 항해할 때 사용되는 전자 

해도의 등심선 정보는 선박의 안전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조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세밀한 등심선 정보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해도의 cell 하나당 데이터 크기를 

최대 5Mbytes를 초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IHO 표준에 따라 무한정 많은 정보를 

담아 전자 해도를 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31]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ECDIS의 해도 정보가 항상 항해사의 올바른 의사 

결정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3장에서 분석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문제점 

중 정보의 필요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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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급한 문제만은 개선하고자 한다면 해도 데이터를 상세히 제작하면 되겠지만 

GMDSS 현대화나 e-Navigation 이행 정책에서는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해도 데이터의 

자동 업데이트 환경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의 데이터를 너무 크게 제작하면 

데이터 통신에 과부하와 과도한 통신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cell이 

항내 진입에 필요한 축척의 cell에는 등심선 간격을 보다 조밀하게 하여 전자 해도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4-5에서와 같이 전자 해도를 여섯 가지 항해 목적으로 제작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선박의 항행 구역을 통항로의 복잡성과 항만의 지형적 특성을 

기준으로 입출항을 위한 항내 해역, 통항로 또는 항만 접근 위한 연안 해역, 특별한 

항로나 낮은 지형지물이 없는 대양 해역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Table 4-5은 제시한 

선박의 세 가지 항행 구역과 그에 따른 각각의 기준 축척 및 안전 등심선 정보의 

간격을 나타낸다. 

           Organization

Revised

Navigational Purposes

Chart Scale (1 : - )
RADAR 

Range (NM)

Safety Contour Details 

(meter)

Criterion Interval

1. General        - 350,000    - 12 over 100
minimum

50

2. Coastal & 

Approach
30,000 - 349,999  12 -  6　

under 100 10

10 - 25 1

3. Harbor  29,999 -   4 ~- 0.25
10 - 25 0.1

under 10 1

Table 4-5 Electronic Chart Scale to Determine the Safety Contour Interval 

표에서 선박 항행 구역을 항내, 연안, 대양 세 가지로 구분할 때 각각의 기준 축척을 

1 : 29,999 이상, 1 : 30,000에서 1 : 349,999까지, 1 : 350,000 이하로 제시하였다. 기준 

축척은 사실 각 나라의 항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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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이 논문은 대한민국 항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Table 4-2에서 제시한 

대한민국의 전자해도 축척을 참고하였다. 

대양 항행 구역에서는 수심이 100m 이상인 경우 등심선 정보의 간격은 최소 

50m이고 경우에 따라 50m 이상이 되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100m 이상의 수심에서는 

화물선의 흘수와 관계없이 이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안 항행 구역에서는 10m–25m 사이의 수심에서는 1m 간격으로 등심선을 표시하고 

10m–25m 사이의 수심을 제외한 100m 이하의 수심에서는 10m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선박 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00m 이상의 수심에서는 

특정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항내 항행 구역에서는 10m에서 25m 사이에서는 등심선 정보를 0.1m 간격으로 

표시하고 10m 이하에서는 1m 간격으로 표시한다.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심흘수선 선박의 기준을 14m 이상으로 구분하는데[1] ULCC와 같은 대형 유조선 등을 

고려하여 상위 기준을 25m로 두었다. 하위 기준을 10m로 둔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역항의 항로는 10m 이상 준설하여 그 이하 흘수의 선박은 좌초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데다가 만약 이러한 하위 기준이 없을 경우 너무 조밀한 등심선 정보로 

인해 전자 해도의 데이터가 방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4m 이상의 흘수를 가지는 

선박의 척수가 가장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박의 대형화, 전용화에 따라 심흘수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심흘수선의 여유 수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0m와 25m 

사이의 수심과 10m 이하의 수심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정보 표시 모드에서 등심선의 표시 간격을 개선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단, Table 4-5의 제시된 축척을 

기준으로 제작된 전자 해도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화물선에만 적용할 수 있고 잠수함과 

같은 특수 선박에는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등심선의 표시 간격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필수 정보의 제공’을 고려한 기능 

개선이라면 표준정보와 모든정보는 ‘정보의 식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Fig. 4-10은 ECDIS에서 부산항 해역을 1:50,000 축척에서 표준정보 표시 모드로 

설정할 경우를 나타낸다. 좌측 그림은 문자 정보를 제외한 표준정보 표시 모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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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그림은 문자 정보를 포함한 표준정보 표시 모드이다.

Fig. 4-10 Standard Display Mode of JRC ECDIS, JAN-901B 

ECDIS에서 표준정보 표시 모드란 항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Fig. 4-10의 좌측은 선박이 어디에서 항행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항해사가 

보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측과 같은 문자 정보를 포함해서 

보아야 한다. 

Fig. 4-11은 ECDIS에서 부산항 해역을 1:50,000 축척에서 모든정보 표시 모드로 

설정한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좌측은 문자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고 우측은 문자 

정보를 포함한 경우이다.

Fig. 4-11 All Other Display Mode of JRC ECDIS, JAN-901B 

 

ECDIS가 제공하는 표준정보 표시 모드 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며 항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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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는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박이 투묘를 할 경우 수심 정보가 

필요한데 ECDIS의 표준정보 표시 모드에서는 수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경우 

모든정보 표시 모드에서 수심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보이도록 설정하거나 모든정보 표시 

모드로 설정하여 수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Fig. 4-10과 Fig. 4-11에서 볼 수 

있듯이 원하는 정보가 많아지면 오히려 정보들끼리 겹쳐지면서 서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Fig. 4-10과 Fig. 4-11을 보면 그림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보다 글자로 표현되는 문자가 

정보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측의 이미지로만 된 정보들도 일부 

겹쳐지는 정보가 있지만 우측의 문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혼잡도가 더욱 심하다. 하지만 

문자로 된 정보 중에는 항해 중에 반드시 확인하야 하는 정보도 있을 것이다. 항해 

중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고 그것을 표시하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실제 ECDIS 장비의 정보 목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ble 4-6은 JAN-901B ECDIS에서 제공하는 표준정보 표시 모드 정보 상세이다. 표 

왼쪽의 숫자는 Table 4-4에서 표시한 정보의 고유번호이고 표 오른쪽의 내용은 

JAN-901B의 ECDIS에서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들을 나열한 것이다. ECDIS의 IEC 

요건에서 표준정보 표시 모드의 정보를 열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ECDIS 

제조사들은 열 가지 정보를 더 세분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의 분류도 ECDIS 

제조사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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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Mode
Contents

2.

Standard

Display

2 Unknown object, Generic Object

2-2

Land Region, Sea Area/Named water area

Causeway, Dam, Dyke, Gate

Dyke, Slope topline, Airport, Building, Single, Crane, Landmark, 

Built-up Area

2-3
Buoy, Beacon, Light Float, Mooring Buoy, Light Vessel

Navigational System Mark

2-4

Ferry Route, Military Practice Area, Offshore Production Area

Caution Area, Fairway

Navigation line

Recommended track

2-5

Daymark

Fog Signal, Retro-reflector, RADAR Transponder Beacon, RADAR 

Reflector

Light

Topmarks

RADAR range, RADAR line, Radio calling in point

2-6

Cable Area, Pipeline Area

Dumping Ground, Cargo Transshipment Area, Incineration Area

Fishing ground, Marine Farm/Aquaculture

Restricted Area

Sand wave, Tunnel, Cable, Submarine

Swept Area

2-7 Chart Scale Boundary, Overscale data

2-8 Pilot Boarding Place, Signal Station, Traffic, Warning

2-9
Anchorage Area, Anchor Berth

Ferry route

2-10 Archipelagic Sea Lane

Table 4-6 SENC Information on Standard Mode of JRC JAN-9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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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의 표준정보 표시 모드는 항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 정보이며, 2-2에서 

2-10까지로 분류되는 표준 표시 모드 정보들은 2-8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지로 

나타나는 정보들이다. 이미지는 문자보다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표준 표시 

모드에서는 모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들이므로 정보 제공의 선택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Table 4-7은 JAN-901B ECDIS에서 제공하는 모든정보 표시 모드 정보의 상세이다. 이 

정보들은 경우에 따라 항해사가 선택해야 하는 정보들이며 특히 3-10 항목의 지역 

이름에 관한 문자 정보들은 식별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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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Mode
Contents

3.

All Other 

Display

3-1 Sounding

3-2 Cable, Submarine, Pipeline, Submarine/on Land

3-3 Obstruction, Wreck, Underwater/Awash Rock

3-4
Check Point, Harbour Facility

Distance Mark

3-5

Continental Shelf Area

Coverage, Compilation Scale of Data

Depth Area, Depth Counter, Label for Contour

Fishing-facility

Nautical Publication Information

Quality of data, Low Accuracy Data

Seabed Area, Weed/Kelp, Spring

Sloping Ground, Land Elevation, Slope Topline

Water Turbulence, Tide, Current-non-gravitational 

3-6 ENC Edition date

3-7 Most Recent Chart Update Number

3-8 Local Magnetic Anomaly, Magnetic Variation

3-9 Graticule

3-10

Administration Area, Contiguous Zone, Exclusive Economic Zone

Berth, Crane, Drydock, Mooring/Warping Facility, Gate

Building, Fortified Structure, Land Mark, Silo/Tank, Airport, Road, 

Railway

Custom Zone, Free Port Area, Harbour Area

Fishery Zone

RADAR Station, Radio Station, Coastguard Station, Rescue Station

Vegetation, Lake, Rapids, River, Water Fall. Tideway

Table 4-7 SENC Information on All Other Mode of JRC JAN-9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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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901B ECDIS의 표준정보 표시 모드와 모든정보 표시 모드의 선택은 Fig. 4-12와 

같이 이루어진다. 트랙볼을 이용해서 드롭다운 메뉴에 들어가 관련된 기능창을 열고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항해사가 보고 싶은 특정 오브젝트의 정보가 아닌 동일한 속성의 모든 오브젝트 정보를 

다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부표 1, 부표 2, 부표 3이 있을 때 항해사가 자신의 항로와 

관련된 부표 1의 Topmark 정보를 보고 싶다면 해당 부표 1의 정보만이 아니라 모든 

부표의 Topmark 정보를 모두 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그에 따라오는 

정보의 혼잡함을 피할 수 없다.

Fig. 4-12 Selecting Information Layer of JRC JAN-901B

 

따라서 정보를 선택할 때 Layer 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특정 오브젝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정보 표시 모드와 모든정보 표시 모드의 정보에서 항해 구역의 주의 사항에 대한 

문자를 포함한 정보는 Fig. 4-13와 같이 라는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해당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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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면 Fig. 4-13의 위의 우측창과 같이 정보를 표시한다. 해당 해도에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Fig. 4-13의 아래 그림과 같은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4-13 Chart Information of S-57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는 확인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도 같이 불러오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Table 4-4의 2-8 또는 3-10 항목에 

해당되는 문자 정보를 속성 또는 Layer 별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별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ECDIS 제조사는 Fig. 4-1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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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택보고라는 기능을 제공한다.

Fig. 4-14 Pick Report of JRC JAN-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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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브젝트에서 Readout Chart Information을 선택하면 항해사가 선택적으로 보고 

싶은 정보를 필터링하여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 보고 기능이 ECDIS 

제조사마다 매우 다르며 필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장비도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부 ECDIS 제조사가 제공하는 선택 보고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제안한다. 정보의 가족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표준 표시 모드에서의 2-8 

주의 사항의 표시와 모든 표시 모드에서의 3-10 위치 이름에 대한 문자 정보를 선택 

보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 모든 표시 모드의 

정보 중 항행 환경에 영향을 받는 3-3 고립 장애 위험의 상세, 3-4 항로표지의 상세, 

3-5 주의사항에 대한 항목은 평소에는 해도 위에 있는 심볼로 식별하고 필요시 심볼을 

클릭하여 선택 보고 기능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도 위에 

심볼을 넣기 곤란한 3-2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3-8 자차표, 3-9 위·경도선은 

디스플레이 측면에 아이콘을 넣어 one button을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2.2 항해안전을 위한 추가기능 개선방안

제 3장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은 안전항해에 필요한 

‘필수 정보의 제공’, ‘정보의 식별성’, ‘장비 이용의 편리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Kano 모델을 적용하여 정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선박에서 사용되는 

서른아홉 가지의 정보 중 개선 시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는 항로계획수립, 센서 정보 수신 감시, 백업에 관한 정보라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용자 만족도 계수가 높았던 항로계획과 관련한 기능 개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선박에서 자선, 상대선, 항행구역 정보에 추가하여 수신된 MSI를 

반영하여 항로 계획·이행·변경은 보다 편리하게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선박의 

항해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선박에서는 항행 중 수신되는 MSI에 따라 항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수신된 MSI에 자선의 항해안전에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이미 수립된 선박의 항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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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에서 제공하는 위험을 이동성이 있는 것과 이동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항로 

계획을 변경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항로 변경 기능을 위한 개념은 RADAR 또는 AIS에서 제공하는 상대선 정보 중 

CPA, TCPA의 계산식을 적용하였다. 즉, 피해야 하는 고정된 위치를 멈춰 있는 

상대선이라 가정하면 Fig. 4-15와 같이 방향의 변화가 없는 위험물로 간주한 V2의 

속력을 가진 T라는 고정 위치와 V1의 속력을 가진 자선 OS의 관계처럼 나타낼 수 

있다.  

Fig. 4-15 Calculation Concept to Avoid Specific Navigation Area

t1은 T와 OS가 서로 마주보고 접근할 때 만날 때의 시간이고 t2는 OS가 θ각 만큼 

변침했을 때의 만나는 시간이다. T와 OS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조우하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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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이 되고 OS가 발생한 위험을 θ각 만큼 변침하여 피했을 때 OS와 T가 서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위치는 각각 o1과 t2가 된다. 

1) 고정된 위험에 대한 일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와 만나는 위치 및 시간

T와 OS가 속력과 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때의 만나는 시간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4-1)

   ×    ×  (4-2)

2) 고정된 위험에 대한 방향의 변화가 있는 움직이는 물체와 만나는 위치 및 시간

OS가 θ각 만큼 방향을 변경하였을 때 t2까지의 시간과 이동거리는 다음과 같다.

  × cos  


(4-3)

   × × cos   ×  (4-4)

OS와 T의 최단거리는 다음과 같다. 

   × × sin × cos (4-5)

4-1에서 4-5까지 식을 이용하면 계획된 항로에서 피해야 하는 최단 거리 4-5의 

CPA를 변수로 넣었을 때 자선의 변침해야 할 침로를 계산하거나 변화된 이동거리   를 

비교할 수 있다. 

2)　움직이는 위험물에 대한 항해 계획 변경 기능

만약 계획된 항로를 태풍과 같이 이동 중인 위험을 고려해서 피해야 한다면  태풍의 

관측 위치와 예측 이동 경로를 입력해야 항해사가 설정한 위험물과의 최단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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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며 항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Fig. 4-15에서 자선이 θ1 만큼 변침하고 상대선이 θ2 만큼 변침하였을 때 가장 

최단으로 만나는 시간과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z의 값은 계산식의 표현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값으로 다음과 같다. 

 ×   
  

          × cos        (4-6)


  

         

         cos
(4-7)

cos 




        


 

          


  (4-8)

4-8 식의 z를 이용한 CPA와 TCPA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in   단     (4-9)

          

 ×cos  
단     (4-10)

즉, 이동중인 태풍과 최소 100 NM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항로를 변경하고 싶다면 

CPA를 100 NM으로 두었을 때의 TCPA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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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구현 

이 논문에서는 항해 중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항해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관해 연구하였다.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은 선박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다른 항해 장비와 

연결되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는데 필요한 내·외부적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 

의견이 반영된 가공된 기능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현대화 검토 정책에 따라 선박과 육상간의 

정보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 3장에서 사용자 만족도 계수가 높았던 센서 

정보, 즉 자선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선박의 운항 

상태를 육상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은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서 2015년 11월 22일에서 25일까지 부산 – 
광양 – 부산으로 4일간 항해하는 동안 이루어졌다. 3G 및 LTE 모바일 통신환경에서 

선박의 네 가지 필수 정보를 모두 송·수신 하기에는 데이터 용량과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제작 및 정보 처리를 위한 전체 시스템 구축 비용의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한게로 인해 사용자 만족도 계수가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쉬운 자선 

정보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LTE 및 3G 통신환경에서 

자선의 운항정보가 육상으로 전달되는지를 실험하였다. 

Fig. 4-16은 선박에 시스템을 선박에 설치하여 필요한 자선정보만을 

수집·처리·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사진이다.



- 124 -

(a)

(b)

Fig. 4-16 System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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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의 위쪽 사진 (a)은 실험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기존 항해장비와 연결하여 

자선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NMEA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이고 아래쪽 사진 

(b)는 케이블 연결 후 데이터의 수집·처리·저장·전송할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HMI 

화면이다. S/W 개발 툴은 Visual C++을 이용하였다.  

Fig. 4-17은 선박에 설치된 자선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HMI이다. 

Fig. 4-17 System HMI on ship

Fig. 4-18은 선박의 항해장비로부터 수집한 데이터가 NMEA-0183 형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보여준다. 자선 정보의 수집 간격은 10Hz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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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8 NMEA-0183 Sentence of Ownship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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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의 위 그림 (a)는 수집된 자선정보의 NMEA-0183 데이터를 .txt 파일로 

저장한 것이고 아래 그림 (b)는 디스플레이의 HM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신 

상태를 감시하는 화면이다.  

Fig. 4-19는 육상으로 자선 정보를 발송하기 위한 정보 처리 H/W로서 메스코사에서 

제작한 WENS라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a)

(b)

Fig. 4-19 WENS Made by M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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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은 WENS가 자선의 운항 상태를 육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수집된 

NMEA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Fig. 4-20 Data Stream Process

먼저 자선 정보를 센서로부터 받아서 이를 ADC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다. 그리고 버퍼와 게이트웨이를 거쳐 정보를 수집한 뒤 안정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선박 내에 설치된 DB에 저장한다. RADAR와 AIS 같은 상대선 정보가 추가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거쳐서 관련 인터페이스 화면이나 외부로 

전송되는데 DB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면 향후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할 때에도 안정적인 데이터의 

수집·처리·저장·전송이 가능하며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여 사용하기에도 용이하다. 

선박에서 수집되어 저장된 정보는 필요에 따라 분할되어 선박 내부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GMDSS 통신망 또는 LTE 망을 이용하여 육상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집된 자선의 GYRO, GPS, LOG에 대한 센서 정보는 3G와 LTE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육상으로 전송하였다. 

Fig. 4-21은 선박에서 육상으로 실시간 전송한 정보의 작동 상황이다. 자선 정보의 

데이터는 상용되는 모바일 통신 환경에서 원활하게 전송되고 육상의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항행 중 모바일 기지국의 위치와 해상상태의 변화로 인해 실시간 

데이터는 전송은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통신이 안정적인 해역에 진입하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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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전송되어 선박의 운항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Fig. 4-21 Ship Monitoring System on Shoreside

실험의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 네 가지 중에서 자선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고 정보의 송·수신 설정과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HMI를 

개발하였다. 

2. 자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설치하고  

선박에 설치된 기존 항해장비로부터 NMEA 신호를 수집하기 위해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였다.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처리·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를 

위한 H/W를 장치를 설치하여 설계한 인터페이스와 연동하였다. 

3. 선박에 구축한 시스템에서 수집된 자선 정보의 실시간 입·출력 상태와 

저장상태가 원활한지 확인하였다. 

4. 상용되는 3G와 LTE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선 정보를 육상으로 전송하고 

선박의 운항 상태를 육상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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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선박에 설치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내부적 정보 수집과 데이터 저장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3G와 LTE 모바일 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의 자선 정보를 전송한 결과 선박의 운항 상태를 육상에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였다. 향후 NAVDAT이나 VDES가 상용화되면 육지에서 

먼 해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육상에서 선박 상태를 감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는 앞으로 선박의 무인자동화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중심설계 방안을 모두 

적용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VDES와 NAVDAT을 이용하여 자선 정보, 

상대선 정보, MSI 정보, 항행구역 정보를 포함한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적인 송·수신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실험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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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이 논문에서는 항해 중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선박의 항해 상황에 따라 

운항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만을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중심설계 방안에 대해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선, 상대선, 

항행구역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항해 계획과 이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항해장비 RADAR와 ECDIS에 대해 IMO와 IEC가 요구하는 성능 표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항해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MSI를 수신하여 계획된 항로를 변경하고 추가적인 항행 구역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GMDSS 통신장비의 성능 표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선박에서 사용되는 통합항해정보를 식별하였다. 

통합된 항해정보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 대한 

항해사 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또한 식별된 통합항해정보를 서른아홉 가지로 

구분하여 단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할 때의 만족도에 대해 설문하고 

kano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항해정보 사용과 관련한 사고사례와 

이상현상 분석을 통해 통합항해정보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정보의 표시 기준과 계획된 항로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개선된 기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구현하여 e-Navigation 

이행과 GMDSS 통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선박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분석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선박에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으로 사용되는 ECDIS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덟 가지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은 ‘사용자의 

ECDIS 장비의 이해 부족’, ‘표시 방법 설정 미숙’, ‘안전 설정 미숙’, ‘소축척 

해도 사용’, ‘업데이트 누락’이었다. 이로 인해 부차적으로 항해계획 수립이 

부적절하거나 항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혹은 누락하여 사용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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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또한 장비 또는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으로 ECDIS가 

청각적 알람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전자해도 자체에서 정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2.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된 이상현상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현상은  ‘IMO 심볼 표시 불능’, ‘해저장애물이나 foul 구역 표시 

불능’, ‘위험한 침선의 표시 불능’, ‘소축척 해도에서 매우 작은 육지의 식별 

불능’, ‘등질 정보 표시 불능’, ‘시간 데이터 누락’, ‘조류 데이터 이용 불능’, 

‘문자 정보 식별 불능’, ‘foul 지역의 표기 오류’가 있다.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 현상은 ‘어수선한 화면 및 불필요한 알림 및 표시’이다.  

3. 현재 선박에서의 통합항해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필수 정보의 미제공’, ‘정보의 식별성 저하’, ‘장비 이용의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은 ‘필수 정보의 

제공’, ‘정보의 식별성 향상’, ‘장비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1. 

4. 통합항해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른아홉 가지의 정보에 대해 Kano 모델을 

적용하여 사용자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도와 충돌 방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일원적 특성을 가진다고 조사되었고 ‘AIS 물표 소실 경보’, ‘위치선 표시’, ‘S/W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필수적인 특성을 가장 높게 가진다고 분석되었으며, ‘안전 

수심 설정’, ‘TT 정보 확인’, ‘항로 계획 비교’, ‘다른 정보와의 연동’과 같은 

해도 고유의 목적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정보가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매력적 특성을 가진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레이더 오버레이’, ‘IHO의 표준 심볼 

표시’, ‘물표의 메타데이터 표시’, ‘BNWAS 및 SENC와의 연동’ 등 항해 안전에 

직접적인 정보가 아닌 일부 정보는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분석되었다. 

5.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항행구역 정보 중 기본 표시 

정보에 해당되는 등심선 정보의 간격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항행 구역에 따라 달리 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준정보 표시와 모든정보 표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미지로 정보를 

활용하고 추가적인 문자 정보는 특정 오브젝트 심볼을 선택하여 보거나 추가 아이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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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one button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6.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이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항로 계획·이행·변경이 

용이하도록 MSI를 수신하여 추가된 기상 정보나, 수색 구조 및 해상군사훈련을 특정 

거리와 변침 등의 조건을 넣어 수정할 수 있는 항해사 편의 기능을 제안하였다. 

7. 자선, 상대선, MS, 항행구역 정보를 처리하는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개념을 

설계하고 그 중 자선 정보를 감시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여. 상용되는 3G와 LTE 

모바일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선박의 운항 상황을 육상에서 감시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8. 실험 결과 실습선에 설치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내부적 정보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모바일 통신망을 이용하여 육상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으며 

선박의 운항 상태를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였다. 이는 향후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의 운항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무인자동화선박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장비나 시스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해 항해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현재 문제점과 e-Navigation 이행 및 GMDSS 현대화 정책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안전한 항해에 충분하다고 여길 만한 통합 정보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필수 

정보와 편의적 기능을 설계하고 제안된 기능을 모두 구현한 통합항해정보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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