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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heanalysisofstatisticaldatafrom KoreaMaritimeSafety Tribunal
saystheincidenceofmarineaccidentsby smallshiphasincreased,in
spiteofthefactthattotalnumberoftheaccidentscausedbydomestic
vesselshavedecreased.Thisshowsusthatthenavigationalenvironment
ofsmallboatincoastalareasismoredangerousthanthatoflargevessel,
andalsoconcludesthatawayisneededtocontrolthenavigationofsmall
boatsnearharbourorincoastalareas.

Therearenosuitableequipmentsin smallboatsmainly navigating in
coastalareas,so itis said difficultfor them to receive any useful
information aboutsafety navigation and togiveinformation abouttheir
positionstotherelevantauthoritiesforrescue.Thoseproblemsmayrisk
them especiallyincaseofemergencysuchassinking,fireand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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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ispaper,asystem wasproposedtopromotenavigationalsafetyof
smallboatsandtoincreaseefficiencyofmarinetrafficcontrolincoastal
areas.Withtheproposedsystem,importantnavigationalinformationcould
besenttosmallboatsnavigatingincoastalares,soasforthem tomake
properactionstoavoiddangeroussituation.Andalsothissystem enables
the relevantauthorities such as VTS center to monitor and control
movementsofvesselsinareaoftheirjurisdiction.

Thissystem usesCDMA technology,whichisamodernandwildlyused
inmostofindustrialfields,andmakeseasybothservicestoprovideuseful
informationtovesselsandtogatherinformationabouttheirlocationsfor
monitoringvesseltraffics.TheCDMA issaidtobeusedonlyinshort
distance,notinlong distance,from thelocationsoflocalbasestations.
However,throughexperimentswhichwerecarriedouttofindapossibility
ofusageinlongrangefrom localbasestationslocatedalongcoastalland
areas,bothitseffectivenessandconvenienceoftheproposedsystem have
beenfoundasusefultomonitorandcontrolmovementsofsmallboatsin
coastalseaareas.

Thisstudyconsistsofsixchapters.Thefirstchaptershowsthepurpose
and outline ofthis study.The network & communication equipments
installedonsmallboatsareresearchedinthesecondandthirdchapter,
andinthefourthchapter,analysisofthoseequipmentsdescribedinthe
secondandthirdchapterisshown.Inthefifthchapter,resultsofboth
analysisundertheconsideration ofeffectiveness & convenienceofthe
proposedsystem anditsexperimentsarewritten,andfinallytheconclusion
ofthisstudyisshowninthesixth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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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해양안전심판원 사고통계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국내 해난 사고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선박톤수별 사고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소형선박에 의한
사고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2004년부터 구
축되기 시작한 GICOMS(GeneralInformation& CommunicationofMaritime
Safety& Security)시스템 및 1990년대부터 구축되어진 VTS(VesselTraffic
Service,선박통항서비스),SSAS(ShipSecurityAlertSystems,선박경보시스
템)등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박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은 대형선박 및
원양 항해를 하는 선박을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있으
며,소형선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GMDSS(GlobalMaritimeDistressandSafetySystem,전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도 각 해역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법제화된 장비를 강
제로 탑재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1999년 2월 1일부터 전 선박
에 GMDSS장비의 탑재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연안을 항해하는 소형 선박은
위치전송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므로,해난 사고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
으나,정확한 조난 위치 등의 통보가 어렵다.

따라서 해난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선박의 위치 파악은 물론,구조본부에
의 조난요청 및 비상통신에 의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며,태풍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선박의 조기 피항 및 기타 국민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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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호를 위해서는 자선의 위치정보를 관련기관에 주기적으로 통보하고,또한
관련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항해안전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소형선박용 장비
가 필요하다.

선박의 위치 추적에 관한 연구는 크게 위성을 이용한 선박의 위치정보 추적
과 기타 단말기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정보 추적으로 분류된다.위성을 이용한
선박의 위치추적은 위성의 특성상 선박위치의 실시간 추적이 어려우며,시스
템 사용의 비용이 고가여서,소형선박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따
라서 대형선박을 위주로 전 세계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을 위주로 시스템의 적
용이 이루어진다.또한 위성을 이용한 선박의 위치 추적서비스는 Argos,
Obcomm,Inmarsat등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
어지며,일반사용자들은 단말기를 사용하여 위치정보 추적 서비스를 사용하므
로,실질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관한 연구보다는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타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구는 전파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추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으로,국내 연안을 통항하는 선박에 적용 가
능하고 통신비 등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선박에 설치되는 단말기의 가격이
고가이며,설치용적이 커서,레저용 소형선박이나,5톤 미만의 어선 등에는 설
치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가 간편하며,소형선박에서도 사용 할 수 있으며,
각종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선박의 위치추적 시스템
에 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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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과과과 구구구성성성

111...222...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의 안전운항 증진을 위해서 통신장비를 이용한 선박
위치추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이를 위해 선박의 위치 추적에 사용되
는 각종 장비 및 통신망에 대해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각 통신장비 및 통신망
의 장단점을 파악하였다.그리고 최종적으로 소형선박의 위치추적에 적합한
통신 장비 및 통신망의 Test결과를 제시하였다.

111...222...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이 논문은 제1장 서론을 포함하여 크게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선박별 탑
재장비에 대해서 조사ㆍ분석하였다.제3장에서는 각각의 장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특성을 파악하여,소형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조사ㆍ
분석하였다.제4장에서는 제2장 과 제3장 에서 조사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소형선에 적용될 수 있는 선박위치추적 장비를 분석하였다.제5장에서는 제4
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CDMA를 이용한 위치추적장비에 대한 구현 및 향
후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였으며,제6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해서 종합․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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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선선선박박박별별별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222...111관관관련련련 법법법규규규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선선선박박박별별별 의의의무무무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

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
1974,SOLAS협약)제5장과 GMDSS및 국내의 선박안전법에 적용되는 선박
의 의무 탑재 장비를 조사 및 분석하여,소형선박의 위치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이는 레저용 소형선박의 인명 안전 및 재
산보호를 위해 국내외 소형선박의 위치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장비를 조사
및 분석하며,법에 의해 강제 적용 탑재 되지 않는 장비를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소형선박의 위치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 적용될 수 있
도록 한다.

222...111...111SSSOOOLLLAAASSS협협협약약약 제제제555장장장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의의의무무무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

가가가...SSSOOOLLLAAASSS협협협약약약 제제제555장장장 개개개요요요

SOLAS협약 제5장에는 ECDIS(ElectronicChartDisplay andInformation
System,전자해도표시장치),AIS(AutomaticIdentificationSystem,선박자동
식별장치),VDR(VoyageData Recorder,항해자료기록기)및 음향수신장치
(SoundReceptionSystem)와 같은 새로운 항해장비들이 도입되며 RDF(Radio
DirectionFinder,방향탐지기)등과 같은 항해장비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또
한 레이다,선박자동충돌예방장치(AutomaticRadarPlottingAid,ARPA),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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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각속도계(RateofTurnIndicator)와 같은 항해장비들의 탑재대상선박은 국
내 및 국외 선박에 모두 해당되며,국내의 경우 주관청의 권한으로 넘겨졌다.

나나나...SSSOOOLLLAAASSS협협협약약약 제제제555장장장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의의의무무무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

SOLAS협약 제5장에는 많은 최신장비들이 추가 되었는데 선박 추적을 위한
장비로는 GPS(GlobalPositioningSystem,위성항법장치)및 AIS가 있다.이
중 GPS의 경우 탑재요건이 강화 되었을 뿐이며 기존의 선박들은 대부분이 탑
재하고 있는 것이다.

AIS의 설치 대상선박은 모든 여객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300톤 이상의 선
박,국내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이다.

건건건조조조일일일 대대대상상상 탑탑탑재재재시시시기기기

‘02.7.1이후
모든 여객선

3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 건조시부터
500톤 이상 국내항해 선박

‘02.6.31이전

여객선 '03.7.1까지
국제항해 300톤 이상 Tankers '03.7.1이후 안전 설비검사시까지

50,000톤 이상 화물선 '04.7.1까지

300～50,000톤 화물선 ‘04.7.1이후 안전 설비검사시까지
(늦어도 ’04.12.31까지)

국내항해
모든 여객선 ‘08.7.1까지

500톤 이상의 선박
합계

<표-1>선박별 AIS탑재시기 및 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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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치시기는 <표-1>과 같이 200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건
조 시,02년 6월 30일 이전 건조된 선박 중 ․국제항해 여객선,Tanker선은 03년
7월 1일 이후 첫 안전설비 검사 시까지 이며,50,000톤 이상의 화물선일 경우 04년
7월 1일 까지,50,000톤 미만의 화물선일 경우 04년 7월 1일 이후 첫 안전설비 검
사 시까지 이나 늦어도 04년 12월 31일 까지 완료하여야 하며,국내항해에 종사하
는 선박은 08월 7월 1일 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AIS의 국내법에 의한 설치요건(선박설비기준 108조의5,고시 제2004-23
호,‘04.10.19)에 의하면 설치대상 선박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총톤수 150톤
이상 여객선,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
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연
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유조선 및 위험물운송선
및 배의 길이 45미터이상의 어선이며,설치시기는 <표-2>와 같다.

대대대상상상 탑탑탑재재재시시시기기기
∙여객선 및 300톤 이상 탱커 2004.4.20

국제항해 2004.7.1∙50,000톤 이상 화물선
∙300톤～50,000톤 화물선 2004.7.1이후 첫 안전설비검사

또는 2004.12.31중 빠른날짜
∙해운법상 여객선 및 150톤 이상 여객선 2005.12.31
∙연해구역 이상 예선,유조선,위험물선 2008.7.1
-3,000톤이상 2004.12.31

국내항해 -500톤이상～3,000톤미만 2006.7.1
-150톤이상～500톤미만 2007.7.1

∙상기 이외의 선박 2008.7.1

<표-2>국내법에 의한 AIS설치시기

※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선박을 폐선 할 경
우에는 설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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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SSSOOOLLLAAASSS협협협약약약 제제제555장장장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의의의무무무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 특특특성성성

AIS는 원래 항공용으로 개발된 것으로서,선박에 도입되면서 선박의 충돌방
지 및 VTS관제를 목적으로 사용된다.선박명,Type,위치,항로,선속 및 기
타 항행안전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며,동일한 하나의 무선주파수 채널을 통
하여 여러 가입자간에 상호위치보고등의 데이터 통신이 기능하게 하는 장비이
다.

Broadcasting 방식을 이용하는 4S(Ship toShip,Ship toShore)AIS는
IMO 성능기준에 적합한 UniversalAIS이다.AIS장비는 동일채널을 분당
2250개의 시간간격(timeslot)으로 나누어 정보를 송신하면 다른 선박들이 동
시에 이를 수신한다.AIS장비는 VHF송수신기를 사용하여,정보를 송수신함
으로 전파도달거리가 약 20～ 30mile거리로 전송할 수 있으며,GPS또는
DGPS(DifferentialGlobalPositioningSystem,정밀위치 위성 확인 시스템)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한다.

222...111...222GGGMMMDDDSSSSSS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선선선박박박별별별 의의의무무무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

가가가...GGGMMMDDDSSSSSS개개개요요요

GMDSS는 현재 다른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위성통신기술을 선박의 조난
및 안전통신업무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인공위성의 중계,디지털통신,
무선전화,무선텔렉스 등의 새로운 통신기술을 해상통신과 육상통신에 구체적
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다.이 시스템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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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1992년 2월 1일 이후 건조선부터 적용하
여 1999년 1월 31일까지 7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완료 하여 1999년 2월
1일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기본개념은 조난선박이 조난경보를 발신하면 조난 중인 선박 바
로 근처의 선박과 육상의 수색 및 구조당국이 신속 정확하게 조난경보를 감지
토록하여 지체 없이 합동 수색 및 구조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또한 긴
급 및 안전통신,항해경보 및 기상경보를 포함한 해사안전정보(MSI)의 유포에
사용되고,아울러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일반 무선통신과 선박간 항행안전
통신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나나나...GGGMMMDDDSSSSSS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의의의무무무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

GMDSS에 의한 의무 탑재장비는 선박의 항행구역에 의해 4구역으로 구분
되며,각각의 구역마다 의무 탑재되는 장비는 다르다.A1해역은 계속적인
DSC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VHF해안국이 무선전화 통신범위
에 있는 해역을 말하며,통상적으로 육지에서 20～30마일 거리의 구역을 말한
다. A2해역은 계속적인 DSC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MF해안
국이 무선전화 통신범위에 있는 해역(A1해역을 제외)을 말하며,통상적으로
육지에서 100～120마일 거리의 구역이내를 말한다.A3해역은 계속적인 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Inmarsat정지위성 통신범위내의 해역(A1및 A2해역 제외)을
말하며,통상적으로 남북위 76°이내의 구역을 말한다.A4해역은 A1해역,A2해
역 및 A3해역 이외의 해역을 말하며,극지방을 포함한 전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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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해역별 의무 탑재장비는 통신도달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각각의 구역별 의무 탑재장비는 <표-3>과 같다.

해 역
무 선 설 비 A1해역 A2해역 A3해역 A4해역

VHF설비
(DSC및 무선전화) ○◎ ○◎ ○◎ ○◎

MF설비
(DSC및 무선전화) × ○△ ○ ×

MF/HF설비
(DSC,무선전화 및 NBDP) × △ ○△ ○◎

NAVTEX또는 MSI수신기 ○ ○ ○ ○

Inmarsat선박지구국
(표준 A형 또는 표준 C형) × △ ○△ ×

위성용EPIRB
(406MHz또는1.6GHz)

○ 또는
VHF
EPIRB

○ ○ ○

9GHz레이다 트랜스 폰더 2대 ○ ○ ○ ○

휴대용 VHF무선 전화기 3대 ○ ○ ○ ○

<표-3>항행구역별 무선설비 탑재 요건

(○설치,◎추가설치,△2개중 어느하나 설치,×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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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GGGMMMDDDSSSSSS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의의의무무무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 특특특성성성

① 협대역 직접인쇄전신(NBDP)
NBDP(Narrow BandDirectPrintingTelegraphy)는 MF대 및 HF대의 주파
수를 사용하는 무선 텔렉스이다.이 시스템은 종래의 모오스 전신을 대신하는
통신수단으로서 키보드를 조작하여 송신하며 통보는 수신자가 없어도 자동적
으로 수신되어 기록 보관된다.

② VHF무선설비
VHF채널 70(156.525MHz)에 의한 DSC와 채널 6,13및 16에 의한 무선전
화의 송/수신이 가능하고,선박의 조난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
어야 하고,채널 70에 의한 DSC청수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
어야 한다.또한 VHF대(156～174MHz)에서 무선전화로 일반 무선통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MF무선설비
중단파대 2,187.5kHz의 DSC 및 2,182kHz의 무선전화로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조난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하고,2,187.5kHz로
DSC청수 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또한 MF대
(1,606.5～4,000kHz)에서 무선전화나 NBDP로 일반 무선통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MF/HF무선설비
중단파대(1,606.5～4,000kHz)와 단파대(4,000～27,500kHz)의 DSC,무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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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NBDP를 사용하여 조난 및 안전주파수로 송수신이 가능하고,선박의 조난
위치에서 조난경보 신호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위의 주파수대에서
무선 전화나 NBDP로 일반 무선 통신의 송/수신도 가능하여야 한다.그리고
2,187.5kHz및 8,414.5kHz의 DSC 청수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추가로 단파대 DSC주파수 중 어느 1개를 항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파수는 계속하여 청취하거나 스캐닝 수신기로 청취하여야 한다.

⑤ Inmarsat선박지구국
INMARSAT(International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국제해사위성기
구)에서 승인된 선박지구국 (ShipEarthStation)은 INMARSAT 해사정지위
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위성통신 설비로 NBDP에 의한 조난 및 안전
통신의 송/수신,조난 우선호출의 개시 및 수신이 가능해야 하고,육상대 선박
의 조난경보의 청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선박의 통산 조선위치에
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무선전화나 NBDP로 일반
무선통신의 송/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Inmarsat선박지구국 장비로서는 전화,텔렉스,팩시밀리 및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표준-A형과 텔렉스통신만 할 수 있는 표준-C형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앞으로는 표준-A형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표준-B형,전화와 팩시밀
리 및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는 표준-M형도 많이 보급될 전망이다.

⑥ NAVTEX선박지구국
국제 NAVTEX서비스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518kHz로 운용되는 수신전용의
NBDP수신장치로서,연안항행 선박에 대하여 방송하는 해사안전정보(MS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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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에 사용된다.특징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택 수신할 수
있으며 자동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항행경보,기상경보 및 수색과 구조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가 NAVTEX 해안
국에 수집되면,NAVTEX 해안국은 이를 해안국들의 협조를 얻어 필요로 하
는 해역에 방송될 수 있도록 단수 또는 복수로 방송하게 된다.공해상이나 원
양해역 및 NAVTEX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위한 해
사안전정보의 방송에는 단파대의 NBDP(8개 주파수가 지정되어 있다)또는
INMARSAT가 제공하는 고기능 그룹호출 (EGC)시스템을 이용한다.

⑦ EGC수신기
INMARSAT가 시행하는 EGC(EnhancedGroupCall)는 전 해역 또는 특정 해
역의 항행경보,기상경보와 기상예보 및 육상대 선박의 조난경보를 자동수신
하는 장치이다.EGC시스템은 대양의 중앙부분은 물론이고 NAVTEX서비스
가 제공되지 않거나 선박밀도가 너무 낮아서 시행하기 곤란한 연안수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GC 메시지는 세계 모든 곳의 인정된 정보수집자로부터 제공되면 해안지
구국을 경유하여 해당 대양 구역에 방송하게 되는데,Inmarsat표준-A형을
탑재한 선박지구국에서는 부가 장치된 EGC수신기로,그리고 표준-C형을 탑
재한 선박지구국에서는 내장된 EGC 기능에 의하여 EGC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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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PIRB(EmergencyPositionIndicatingRadioBeacon)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조난상태에 있고 수신 시설도 이용 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으로,수색과 구
조작업시 생존자의 위치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무선표지신호를 발신하는 무
선설비로서,GMDSS에서는 VHF EPIRB,Inmarsat시스템(1.6GHz)EPIRB,
COSPAS-SARSAT 시스템(406MHz)EPIRB,3가지 형식이 사용고 있다.특
히 이들 3가지 GMDSSEPIRB는 선박이 수면 4미터이하로 침몰하거나 45°이
상 전복되는 경우에는 자유부양되면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수동
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⑨ 9GHz대 레이다 트랜스폰더
선박의 조난시에 생존자의 위치를 부근 선박의 9GHz대(X-Band)레이다의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으로 수색 및 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Searchand
RescueRadarTransponder:SART)라고도 한다.레이다 트랜스폰더가 조
난중인 선박,생존정 또는 생존자의 위치에서 작동될 때,구조선박이나 항
공기의 X-밴드 레이다 펄스신호를 수신하면 즉시 응답신호를 발사하게 되
어 상대방 레이다 화면에 8마일 범위내에서 트랜스폰더로 향하는 12내지
20개의 점선으로 위치가 표시되므로 선박이 조난선박 또는 생존자 쪽으로
정확히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⑩ 양방향 VHF무선전화장치
조난현장에서 생존정과 구조정 상호간 또는 생존정과 구조항공기 상호간에
조난자의 구조에 관한 통신에 사용되는 휴대형 무선전화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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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333선선선박박박안안안전전전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선선선박박박별별별 의의의무무무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

가가가...선선선박박박안안안전전전법법법 개개개요요요

선박안전법은 제1조 목적에 의해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유지하고 인명
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위험
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다.또한 선박안전법의 비적용 선박인 군함 및 경찰용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총톤
수 5톤 미만의 범선,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
박,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적용을 받는다.

나나나...선선선박박박안안안전전전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의의의무무무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

선박안전법에 의한 의무 탑재장비는 제 4조 무선설비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며,그 적용 선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
수 300통 이상의 선박 이어야 한다.여기에 상응하는 의무 탑재장비는
GMDSS에 의한 의무 탑재장비와 동일하며,어선경우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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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선선선박박박별별별 탑탑탑재재재장장장비비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국내연안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의무 탑재장비는 AIS장비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의 의무 탑재장비는 GMDSS국제표준 장비에 국한되어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의해 장비의 통신 도달 거리,양방향통신지원 여부,사용주파수
대역,소형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설치용적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의무 탑재장
비의 분석결과는 휴대용 VHF무선 전화기의 경우 통신거리를 제외하고는 모
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소형선박에 적
용하기 적합한 장비로 판단되었다.

분석기준
무선설비의 종류 통신거리 양방향통신

(음성포함)지원 주파수대역 설치용적

선박자동식별장치(AIS) 50km × VHF 中
VHF설비

(DSC및 무선전화) 50km ○ VHF 中
MF설비

(DSC및 무선전화) EEZ전지역 ○ MF 大
MF/HF설비

(DSC,무선전화 및 NBDP) EEZ전지역 ○ MF/HF 大

NAVTEX또는 MSI수신기 EEZ전지역 × 518KHz 中
INMARSAT 선박지구국

(표준 C형) 전세계 ○ 1530MHz~
1645MHz 小

위성용EPIRB
(406MHz또는1.6GHz) 전세계 × 406MHz

1.6GHz 小

9GHz레이다 트랜스 폰더 100km × 9GHz 小

휴대용 VHF무선 전화기 30km ○ VHF 小

<표-4>의무 탑재장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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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해해해상상상에에에서서서 사사사용용용되되되는는는 통통통신신신망망망

333...111 위위위성성성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선선선박박박 통통통신신신망망망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위성통신망은 글로벌서비스인 Inmarsat,Orbcomm,Argos,
GlobalStar,Iridium,그리고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무궁화위성이 있다.이 위성통
신망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위성통신망에 대한 분석을 한다.

333...111...111IIInnnmmmaaarrrsssaaattt

Inmarsat은 IMO(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에서 안전한 선
박의 항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9년 구축된 통신망으로서 전 세계적으
로 글로벌 위성이동통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였으며,현재 해상,육상,항공 등 전
분야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Inmarsat서비스는 지구 적도상공 35,786km 위치의 Inmarsat통신위성을 이용하여
태평양(POR),대서양(AOR-E,AOR-W),인도양 지역의 선박과 육상,육상과 이동지구
국간 그리고 항공기와 지상간의 전화,팩스,데이타 및 텔렉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GICOMS의 원양VMS시스템의 기본통신망중의 하나로 선택되어 구축이 완료되었
다.우리나라 경우에는 어업지도관리사무소의 어업지도선이 단말기를 탑재하여 위치추
적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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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구축된 SSAS(ShipSecurityAlertSystem)의 경우 국적선박의 위치정보는
E-mail형태로 수신되고 있다.하지만 Inmarsat-C는 600bps정도의 비교적 저속 데이
터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Inmarsat-C시스템을 이용한
VMS(VesselMonitoringSystem,선박위치추적시스템)의 개요는 <그림-1>과 같다.
선박은 Inmarsat단말기를 탑재하여,Inmarsat위성과 정보를 송수신한다.위성은 육상
의 기지국인 LES와 선박의 단말기 간에 정보를 송수신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
다.육상의 VMSSever는 VMS사용자에게 수신되었던 정보를 TCP/IP를 통해 제공된
다.VMS사용자는 수신된 E-mail의 선박위치정보를 VMS전용 Program을 이용해 선
박의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확인하고,E-mail로 선박의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요
구할 수 있다.

Polling Command      Data Report Data Report Data Report Data Report     

확인메일 

User PC 
(VMS program) 

Server 

위성 

LES 선박 Inmarsat-C

단말기 탑재

InternetInternetInternetInternet
E-mailE-mailE-mailE-mail

<그림-1>Inmarsat-C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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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222OOOrrrbbbcccooommmmmm

Orbcomm은 평균 825km 고도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양방향
데이터,메시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다.주로 기상 자료수집,
트럭과 선박 등의 이동체의 운행관리,산업시설의 감시,원격제어 및 E-Mail송수신을
위하여 사용된다.

Orbcomm은 LEO(Low EarthOrbit)라고 불리는 저궤도 비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36,000km의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지상 825km 상공의 낮은 궤도에서 VHF대 위성서
비스를 제공하므로 종래의 시스템과 비교하면 단말기 및 안테나의 소형화 및 낮은 가
격과 전송시간 단축,기상조건에 강하며,현재 수산과학원에서 13척의 조사선이 장비를
탑재하고 운영 중에 있다.

근래 미국의 연안경비대(USCG)는 Orbcomm위성을 통한 AIS중계기능으로 AIS의
선박식별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그 운영개념은 아래의 <그
림-2>와 같다.

Orbcomm

저궤도저궤도저궤도저궤도 위성위성위성위성

AIS transponder를를를를
탑재한탑재한탑재한탑재한 선박선박선박선박

GES GCC Customer-
specific MIS 

tools:

Information to people 
who can act on it

<그림-2>Orbcomm 위성을 이용한 AIS관제범위 확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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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333AAArrrgggooosss

전 세계적으로 buoy데이터 수집,동물 이동경로 파악,어선관리를 위해 사용된다.극
지방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라스카와 같은 지역에서는 VMS통신망으로 선
정이 되었다.현재 해양수산부 원양어선담당관실에서 Inmarsat및 Argos통신망을 이
용하여 213척의 원양어선의 위치추적에 활용중이며 Argos만을 이용할 경우 장치를 소
형화 할 수 있다.그러나 전송방식이 단방향으로 선박대 기지국의 양방향통신이 안되
므로 안전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선박위치 파악경로는 다음과 같다.

조업선

(PTT)
→

인공위성

(NOAA)
→

지구처리국

(2개소)
→ 사용자

ArgosSystem 개요도는 <그림-3>과 같으며,주요 장비내역은 아래와 같다.

l ArgosPTT(Platform TransmitterTerminal)

-독자적인 번호 부여하고 있으며,선박에 설치하여 위치데이타를 아르고스 위성에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송신

l Argos위성

-설치 :NOAA(미국 해양대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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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위성(TIROS)이 850km 상공에서 무작위로 극궤도 회전관측

-ArgosDCL(DataCollectionandLocationSystem)탑재,PTT 자료를 수신,기
록하여 지구 수신소로 송신

l 지위성 지구국(CES:CoastEarthStation)

-2개소 설치 :프랑스 TOULOUSE,미국 WASHINTON

-컴퓨터에 의거 처리

-북미지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프랑스(CLSANDSEVICE아르고스 INC)에
서 계약처리와 정보 제공

-역할 :거리측정,위치정보처리,자료관리(사용자에게 정보제공 배포),시스템 실
행 모니터,위성궤도 계산

<그림-3>ArgosSystem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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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Star는 전 세계를 단일통화권으로 묶기 위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설립되었다.또한 GlobalStar는 기존의 정지궤도위성(고도 36,000km)과는 달리 지
상 1,414km의 저궤도(LEO :Low EarthOrbit)를 회전하는 48기의 위성들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전세계를 단일 통화권으로 연결시켜주는 첨단의 위성이동통
신(MSS:MobileSatelliteService)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다.음성과 데이터통
신(9.6Kbps)이 가능하고 북위70도에서 남위70도까지 위성 Coverage를 갖고 있다.폭우
및 폭설에도 통신이 가능하며,CDMA 방식의 특성과 여러 보안장치로 보안성이 높은
편이다.주파수 밴드는 Uplink의 경우 1,610～1,626.5MHz대역이며,Downlink의 경우
2483.5～2500MHz이다.GlobalStar는 무선데이터통신 속도가 빠르고 통신 대역폭이 커
서 많은 수의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 4기의 위성안테나를 여주기지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자체
발전실과 주요 통신장비는 2중화가 이루어져있다.무선구간의 보안을 위해 42bit
PulbicLongMaskCode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으며,특정가입자의 요구보
안수준 향상을 위해 PrivateLongMaskCode채용이 가능하다.이는 단말기내 보안
모듈에 내장된 64bit의 암호번호에 의해 생성된다.

GlobalStar단말기는 휴대전화와 사용법이 동일하여 사용이 편리한 편이며,관공서,군
기관,보안기관,선박,원격감시망에 대한 이용사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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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GlobalStar시스템 개요도

333...111...555IIIrrriiidddiiiuuummm

Iridium은 범 세계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Iridium 컨소시엄에는
미국 모토롤라사를 비롯해 15개국 2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SK 텔레콤이 12개 관
문국 중 하나인 한국 관문국의 운영 및 남북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구 상공 780km 지점의 저궤도에 띄워 올려진 66기의 운용 위성과 6기의 예
비 위성을 통해 사막이나 밀림,극지방 등 전 세계 어디서나 포켓 사이즈의 단말기 하
나로 고품질의 자유로운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6개 궤도에 11개씩 위치해 지구상을
선회하게 될 66기의 위성을 상호 연결(CrossLink)하여 지상망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
화함으로써 최적의 통화 루트를 설정했다.이를 통해 통신 취약 지역에 대한 통화 서
비스는 물론 재해 발생시 비상 통신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전천후 통신 시스템
으로 운용될 전망이다.물론 지상망과 연동되는 듀얼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지상망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이동 전화로,지상망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위성 전화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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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사한 위성통신망으로 기상,통신,방송중계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설계되었다.1995년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현재 3기가 운영중이다.3호기의 경우에
는 위성을 통한 초고속망의 구현 및 Ka-band중계기의 초과 수요에 대처하고 4호의
수요창출을 위해 첨단의 Ka-band중계기도 함께 탑재된다.동남아 지역의 수요발생을
대비하여 가변 빔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안테나도 탑재되어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지
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통신 이용비가 정액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성통신망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음
성통신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단말기 개발에 따라 위성무선전화 서비스 개발도 가
능하다.해양경찰정은 함정위치 자동표시 시스템(NMPA-VMS)을 경비함정 250척을
대상으로 하여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위치추적 GIS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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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전전전파파파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선선선박박박 통통통신신신망망망

선박과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 통신망은 AIS,DigitalSSB(SingleSide
Band),TRS(TrunkedRadioSystem),CDMA 등이 있으며,이들 각각의 통신망에 대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33...222...111AAAIIISSS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는 무선전파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선박위치 정보를 파악,이
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으로서 선박용 전파 송수신기는 항해용 선박에 탑재되
어 자신의 위치,속도,항로 및 기타의 정보를 VHF채널을 이용해 AIS를 설치한 타 선
박 및 해안의 기지국(해안무선국)운영센타에 자동으로 송신하는 시스템이다.이 시스
템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AIS를 위해 마련한 MSC.74(69)의 성능기준에 따라 미리
할당되어 있는 VHF채널을 통하여 선박 상호간 그리고 선박과 해안 기지국간에 무선
전파를 송수신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4S(ShipstoShipsandShipstoShore)시스템이
다.

송수신기는 선박과 해안기지국간에 AIS관련 정보를 전송하고 AIS단말장치 위치관
련 정보를 해안무선국을 통하여 AIS시스템 망 운영국 또는 VTS센타로 데이터를 보내
AIS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로서 선박국의 위치는 WGS-84좌표
로 표시하고 무선데이터 전송속도는 9600bps,변조방식은 FM/GMSK로 운영되는 무선
장치이다.



- 25 -

기지국시스템은 VHF송수신기,기지국제어기 및 GPS관련 수신기 등으로 구성되며,
원격에 있는 AIS운영시스템과 통신시스템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연동운영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AIS는 2000년도에 IMO에서 새롭게 채택한 SOLAS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
는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500톤 이상의 화물선이 의무적
으로 장비를 탑재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AIS장비는 GPS또는 IALA Correction
신호를 사용하는 DGPS를 바탕으로 하여 고정도의 위치를 측정하고 VHF를 이용하여
방송 메시지 내에 이러한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다른 트랜스폰더 및 BaseStation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또한 선박의 신원,종류,위치,침로,항해 상태 및 다른
안전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육상국 및 타 선박에 전송을 하게 되며,타 선박으로
부터의 정보를 수신 할 수가 있다.그러나 사용전파의 특성상 통신 범위가 짧아 국내
수역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333...222...222디디디지지지털털털어어어업업업무무무선선선망망망(((DDDiiigggiiitttaaalllSSSSSSBBB)))

어선위치,어획량,투망횟수,수온,현지기상 등 어선보고자료의 수집 (UpStream),
어황,기상,뉴스 등 어업정보화로 생산된 어업정보 제공 (DownStream)및 E-mail
서비스 (BilateralStream)등의 서비스를 어선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선통신
망이다.최근에는 EEZ관련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어장이 축소되고,외국어선과의 직접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환경에서 국내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아
날로그 방식의 SSB어업용 무선망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통신망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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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화됨으로써 Data통신이 가능해 졌다.따라서 GPS수신기와 연동하면 어선의 위치
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통 신 서 버통 신 서 버통 신 서 버통 신 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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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DigitalSSB기지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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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SB단말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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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SSB는 위성망을 제외하면 국내 연,근해를 포함하는 유일한 통신망이다.
DigitalSSB통신망이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하다.또한 SSB는 어선 및
선박에 기본적인 장비가 탑재되어 현재는 음성통신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즉,SSB는 디지털형 무선모뎀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데,디
지털형 단말장치의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현재 선박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날로그형의 대체가 요구되고 있다.

333...222...333TTTRRRSSS

TRS는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개의 주파수를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이다.TRS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차량전화나
휴대전화에 비해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주로 기업 등에서 업무용
으로 적합한 통신 서비스이다.즉 TRS는 하나의 단말기로 이동전화는 물론 무선데이
터,양방향무선호출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장점을 갖고 있다.특히 TRS가 일반 공중통신망(PSTN)과 연결되면 이동전화의 기
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같은 TRS서비스는 서비스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워키토키라고 불리는 무전기
와 비슷하나 통화권이 기지국을 중심으로 무전기는 2km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상용
TRS는 최대 50km이상에 달한다.또한 혼신이 없고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뿐만 아니라 TRS는 1개의 주파수 채널로 1대1개별통신은 물론 1백30여명
이상이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다.즉 그룹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TRS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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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퀄컴사가 주파수 대역확산 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한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디지털셀룰라 시스템으로 여러 사용자가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면서 신호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최근에는 국내 통신사에서 해상에서의 중계기능을 이용하여
연안에서의 해상통신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보안성이 탁월하여 아날로그 신호
의 디지털화에 따른 암호화,광대역 방식에 따른 도청의 한계,사용자 마다 PN(Pseudo
Noise)코드 사용에 의한 암호화 등으로 인해 통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중계기를 통한 음성통신 및 데이터 통신거리가 약 100km 이므로 선박이 연안으로부
터 약 100km 거리에서도 필요한 위치추적,데이터 통신,조난신호 발신,보안정보 발
신 등이 가능하다.

<그림-7>CDMA System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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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각각각 통통통신신신망망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통신망은 크게 위성 통신과 VHF,HF,CDMA,TRS로 정의되는 RF통신으로 구분
된다.

위성통신은 대표적으로 Inmarsat,Orbcomm,Argos,GlobalStar,Iridium,무궁화위성
등이 있다.무궁화 위성을 제외한 다른 위성은 전세계를 통신범위로 하고 있으며 무궁
화 위성만이 국내 및 아시아를 통신범위로 한다.이들 중 Inmarsat의 경우 국제규정에
적합하여 일반선박에서는 거의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있다.그리고 Argos의 경우
원양어선 위치 추적에 사용되고 있으나 단방향 통신만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본 검토
에 있어 사용되는 통신망의 단말기 가격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데 Orbcomm이 가
장 저렴하였고 Iridium이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을 보였다.그리고 무궁화위성의 경우
월정액요금제를 이용하면 타 위성 통신망에 비해 통신비가 저렴하다.위성통신망의 분
석내용은 <표-5>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VHF,HF로 정의되는 RF통신은 AIS,DigitalSSB,TRS,CDMA등이 있다.이들의
통신범위는 CDMA의 경우 약 100km 이고 DigitalSSB의 경우 EEZ전역으로 통신범
위를 잡을 수 있으며, TRS와 AIS의 경우는 모두 50km정도이다.그리고 SSB는
MF/HF를 이용하고 나머지 AIS,TRS,CDMA는 VHF를 이용한다. 이들 장비 중
AIS의 경우 중계기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저가형 단말기 개
발이 가능하다.단말기 가격의 경우 TRS와 CDMA가 100만원이내의 가격대를 보여
저렴하였고 상대적으로 AIS와 SSB가 400만원대로 비싼 단말기 가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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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신망 통신 범위 주파수 대역 단말기 가격 기타

위
성

Inmarsat 전세계
1626.5-1645MHz

～
1530-1540MHz

300만원
국제규정만족

일반선박(화물선,유조선
등)은 거의 탑재

Orbcomm 전세계
137-138MHz

～
148-150MHz

200만원
이메일 프로토콜 사용,
수산과학원 조사선의 위

치추적에 사용

Argos 전세계 401.65MHz 2550USD 원양어선 위치추적에 사
용,단방향

GlobalStar 전세계
1610-1625MHz

～
2484-2499MHz

300만원

Iridium 전세계 1621～1622MHz 470만원

무궁화위성 국내,
아시아 Ku,Ka밴드 400만원

해양경찰에서 해경함정
위치 추적에 사용,월정
액 요금제로 다른 위성
통신망에 비하여 통시비
가 저렴

V
H
F
,
H
F

AIS 50km VHF 400만원

중계기를 사용하여 모니
터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일부 선박은 사용
이 의무화 되어 있다.
저가형개발이 가능하다.

DigitalSSB EEZ
전역 MF/HF 400만원

(모뎀)

국내 연,근해 전 수역
을 포함함.
저가형개발 가능

TRS 50km VHF
100만원이내
(트랜스
폰더)

CDMA 100km UHF
100만원이내
(트랜스
폰더)

<표-5>각 통신망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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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소소소형형형선선선박박박에에에 적적적용용용 가가가능능능한한한 장장장비비비와와와 통통통신신신망망망 분분분석석석

444...111소소소형형형선선선박박박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 해당되는 대상선박을 분류 및 정의하여,소형선박에 적합한 통
신망 및 장비를 선정하려고 한다.소형선박에 대한 정의는 선박의 항행구역
및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분류하고,분류된 선박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444...111...111소소소형형형선선선박박박의의의 정정정의의의

가가가...항항항행행행구구구역역역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소소소형형형선선선박박박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선박(어선제외)의 운항능력을 고려하여 해상에서 운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정
한 것으로서 현행 항행구역은 해상의 상태 및 연안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평수(平水)구역,연해(沿海)구역,근해(近海)구역 및 원양(遠洋)구역 등 4개
구역으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구분하고 있다.어선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연안어업,근해어업 및 원양어업 등 조업구역으로 구분하여지고 있으
며,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하면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을 근해어업이라 하고,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
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연안어업이라 하며, 해외수역을 조
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을 원양어업이라 한다.
항행구역에 의한 소형선박은 평수구역을 항해할 수 있는 레저용 선박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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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2미터이하인 선박,연해구역을 항해 할 수 있는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경
우에는 속력이 8노트 이상인 선박,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속력이 6노
트 이상인 선박으로 하였다.조업구역에 의한 분류로는 10톤 미만의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항행구역 종류 항행구역의 범위 적용대상 선박

평수(平水)구역
-호수․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
법에 의하여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에 있어서는 그 구역)과 해
양수산부령이 정하는 18개 구역

-모든 선박

연해(沿海)구역
- 한반도와 제주도의 해안으로부터
20마일(1마일 :1,852미터)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5개 구역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경우
에는 속력이 8노트 이상인
선박,길이가 20미터 이상
인 경우에는 속력이 6노트
이상인 선박

근해(近海)구역
- 동경 175동,남위 11도,동경 94도,
북위 63도 선(線)안의 수역(동남아)

-연해구역 보다 먼바다인 동남아 해역

- 길이 30미터 이상으로서 속
력 8노트 이상인 선박

원양(遠洋)구역 -세계 모든 수역 - 길이 60미터 이상으로서
속력 10노트 이상인 선박

<표-6>항행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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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선선선박박박안안안전전전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소소소형형형선선선박박박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선박안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개정 2004.
7.15.해양수산부고시 제2004-45호)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소형선박은 총톤
수 10톤 미만의 선박으로 정의하였다.

444...111...222소소소형형형선선선박박박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소형선박으로 분류되는 주요선박은 소형어선 및 레저용 보트가 대부분이
다.이러한 선박들은 해상에서의 안전 장비 및 통신수단이 전무한 상태이다.
어선의 경우 5톤 미만의 선박에서 가장 높은 해상안전사고율을 보였고,불법
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선박은 5톤 이상의 어
선에 의무 탑재하도록 되어있는 어업무선망(SSB)단말장치 탑재 대상도 아
니어서 더욱 해상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더 고려할
것은 2톤 미만의 어선 및 레저용 보트의 경우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의 대상
이 아니어서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단말기를 탑재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
며,소형선박이기 때문에 단말기를 탑재하려면 선박안의 설치장소의 용적과
단말기의 소형화 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형선박의 경우 무선설비설치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운항 중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나 기관고장,화재,해적 또는 테러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경우에도 육상 쪽에 긴급 조난신호 한 번 보내지 못하고 불상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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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자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의 탑재에 대한 의무규
정이 없는 관계로,대부분 영세한 실정에 있는 이들 어선들은 아무런 과학적인 장비도
없이 선원의 경험 및 감각에 의존한 주먹구구식의 항해 및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즉,
본선의 위치를 제공하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어선이 과거 어느 해역의 어느 지점에서
어획량이 많았었는지를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의 경험
에 의하여 감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자선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위치제공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선의
위치를 선원이 대충 어림짐작으로 판단하여 입항하고 출항하는 관계로 항로준수가 어
려우며 암초 등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불가하므로 좌초 등의 사고 개연성이 높고 어선
스스로가 안전한 항해를 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444...222소소소형형형선선선박박박의의의 위위위치치치추추추적적적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고고고려려려사사사항항항

IT 및 통신 산업의 발달로 개인 및 이동체의 위치파악 및 실시간 관제가 용이해지
고,욕구가 증대되고 있다.이는 향후 유비쿼터스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로서 모든 산업
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특히 선박분야는 열악한 해상환경으로 인한 안전항
행 및 사고예방을 위해 더욱더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소형선박의 경우 선박 위치노출 자체를 문제시 하고 있으며,이는 어선의 경
우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조업정보의 노출은 어획량의 변화에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소형선박의 구조상 장비의 설치 공간이 부족하고,송수신
을 위한 전력 공급 방안 등의 문제로 장비의 소형화 저 전력화가 선행되어야 한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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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박은 어선 및 레저용 보트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장비의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한
통신사용료가 선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말기 구입 가격,
통신 서비스 비용 지출의 비용을 지불 하였을 시 그에 준하는 복지혜택 또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상기에서 언급된 소형선박의 위치추적에 대한 세 가지 고려사항 중 선박의 위치노출
문제는 각종 규제 완화 및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
를 유도 하여야 하며,단말기 비용 및 통신료 문제에서는 소형선박의 선주에게 부담이
없는 장비를 선택함으로서 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야 한다.단말기 비용
및 통신료 문제,설치공간의 문제 등은 이번 연구에서 후술 되고 있는 “4.3소형선박에
적용 가능한 장비 및 통신망에 대한 분석”에서 검토하여,최적의 장비 및 통신망을 선
정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한 대책이 제시 되었을 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예상 할 수
있다.우선,해상의 기상은 육상과 같이 안개,폭풍 등 기상의 변화가 심하다.따라서
소형선박의 경우 황천 등 해양기상에 안전이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으나 위치추적 장
비의 공급으로 인해 육상으로부터 이들 선박에 대하여 태풍,폭풍주의보 등의 기상정
보 제공이 가능하게 됨으로 긴급 피항이나 대피 등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또한,해상
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격훈련,해적범죄 또는 해상테러 발생시 또는 기타 해상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도 육상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에 예방하고 이들 어선에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문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6 -

또한,조업해역에 대한 수온정보 또는 플랭크톤 분포정보 등은 어획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수온,플랭크톤의 분포,생선의 가격시황,어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어선에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어선의 수익증대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제공되는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수색․구조작업 자체가 이루
어 질 수가 있어,레저용 보트의 조난 및 구조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

따라서,소형선박의 위치추적을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들 선박에 대하여 자선의 위치를 파악하고,비상시 육상 쪽에 조난요청 등 비상통신
을 할 수 있도록 하며,과학적인 어업을 통한 어획량 증대를 위해 육상에서 필요한 정
보제공,태풍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조기에 피항할 수 있도록 하며,해양사고 발생시 육
상에서 신속한 수색․구조작업을 통한 인명안전을 증진하도록 하는 등 어선에 대한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위치기반의 양방향 이동통신장치의 법제화가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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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소소소형형형선선선박박박에에에 적적적용용용 가가가능능능한한한 장장장비비비 및및및 통통통신신신망망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소형선박에 적용 가능한 장비 및 통신망을 선택하기 위하여 장비에 대한 분
석은 신뢰성,경제성,간편성,부가서비스,복지 혜택등의 항목으로 평가하였
고 통신망에 대한 분석으로는 각 통신망의 통신거리 및 통신 범위등을 위주
로 평가하였다.

444...333...111장장장비비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소형선박에 적용가능한 장비로는 VHF무선전화,MF/HF무선전화,AIS단
말기,CDMA 단말기,TRS단말기,SSB단말기,위성단말기 등을 평가 대상
으로 삼았다.위성단말기를 종류별로 모두 평가 하지 않는 것은 장치 설치
용적이나 경제성 등의 항목에서 소형선박에 부적합한 통신수단으로 평가 되
어 단일항목으로 통일하여 분석하였다.소형선박에 적용 가능한 장비의 분석
을 위해 장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통신거리와 통신품질의 항목으로 평가하
였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사용료의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표-7>은 각각의 단말기를 분석한 것으로 간편성의 항목으로는 설치간편
성과 설치용적 그리고 전력 손실 등으로 평가하였으며,부가서비스는 휴대통
신,ECDIS지원등의 항목을 평가하였고 복지혜택은 어가정보나 인터넷 정보
수신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였다.평가항목은 비교우위를 정할 수 있는 항목
에 대해 大,中,小로 평가하였고 비교우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의 有,無를 평가하거나 해당 내용을 직접 기술하여 평가가 용이 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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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경제성 간편성

부가
서비
스

복지
혜택통신

거리
(km)

통신
품질

양방
향통
신(음
성포
함)

단말
기
가격

통신
사용
료

기기
조작

설치
용적

전력
손실

VHF무선전화 50 大 ○ 中 × 小 中 大 × ×

MF/HF무선전화 50 中 ○ 大 × 小 中 大 × ×

AIS단말기 50 大 × 中 × 大 中 大 × ×

CDMA 단말기 100 大 ○ 小 小 大 無 小 ○ ○

TRS단말기 50 中 ○ 中 中 中 小 中 △ ×

SSB단말기 EEZ 小 ○ 大 中 小 中 大 × ×

위성 단말기 전세
계 大 ○ 大 大 小 大 大 ○ ×

<표-7>단말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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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에 대한 분석 결과 신뢰성 항목에서 있어서는 통신거리는 위성 단
말기가 통신품질에서는 VHF 무선전화,AIS단말기,CDMA단말기,위성단말
기가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 양방향 통신(음성포함)은 AIS단말기를 제외하고
는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따라서 신뢰성 항목에 있어서는 위성단말기,VHF
무선전화,AIS 단말기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경제성에 있어서는 단말기
가격과 이용 요금면에 있어서 CDMA 단말기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왔다.

간편성에 있어서 기기조작 항목은 AIS단말기와 CDMA단말기가 가장 손
쉬운 조작성을 보였고 설치면적에 있어서는 CDMA 단말기는 공간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왔다.전력손실 항목에 있어서는 CDMA가 가장 손실이 적어
간편성 항목 전체적으로 CDMA 단말기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부가서비스
항목은 ECDIS나 음성통화가 지원되는 CDMA단말기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
고 부가서비스 항목도 어가정보나 그 외 인터넷 또는 DMB서비스와 같은 부
가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아볼수 있는 CDMA단말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
왔다.이상의 단말기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해 각 항목별 모든 분야에 적합성
을 보인 CDMA단말기가 소형선 위치추적용 단말기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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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222통통통신신신망망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각 위성통신,AIS,DigitalSSB,TRS,CDMA등 통신망별 통신범위 및 주
파수 대역 그리고 회선 사용료등을 <표-8>과 같이 분석하여 소형선에 적합
한 위치추적용 통신망을 선정하였다.

구
분 통신망 통신

범위
주파수
대역 회선사용료

위
성

Inmarsat 전세계 1626.5-1645MHz~
1530-1540MHz 高

Orbcomm 전세계
137-138MHz

~
148-150MHz

高

Argos 전세계 401.65MHz 高

GlobalStar 전세계
1610-1625MHz

~
2484-2499MHz

高

Iridium 전세계 1621~1622MHz 高

무궁화위성 국내,
아시아 Ku,Ka밴드 高

V
H
F
,
H
F

AIS 50km VHF 없음

DigitalSSB EEZ
전역 MF/HF 中

TRS 50km VHF 中

CDMA 100km UHF 低

<표-8>통신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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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통신망별 통신범위 분석에서는 위성통신들이 대부분 전세계를 커버하고
있었고 그 외 VHF,HF대의 RF통신 영역에서는 CDMA망이 최고 100km까
지의 통신범위를 커버하였다.사용주파수대는 위성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대역
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여 상대적으로 VHF,HF
대의 RF통신 대역이 전력공급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마지
막 평가 요소로 회선사용료에 있어서는 AIS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CDMA망이 저렴한 요금으로 회선을 사용할 수 있었다.

소형선의 위치추적에 적합한 통신망 선정에 대한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통
신범위와 사용주파수에 따른 전력사용 그리고 회선사용료들에 대한 평가로
볼 때 CDMA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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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CCCDDDMMMAAA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위위위치치치추추추적적적 구구구현현현 및및및 향향향후후후
개개개선선선 방방방안안안

555...111CCCDDDMMMAAA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위위위치치치추추추적적적 구구구현현현

555...111...111CCCDDDMMMAAA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위위위치치치추추추적적적 개개개요요요

CDMA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추적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고,비상시 육상
쪽에 조난요청 등 비상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과학적인 어업을 통한 어
획량 증대를 위해 육상에서 필요한 정보제공,태풍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조
기에 피항할 수 있도록 하며,해양사고 발생시 육상에서 신속한 수색․구조
작업을 통한 인명안전을 증진하도록 하는 등,소형선박에 대한 복지와 안전
을 증진시키기 위해 위치기반의 양방향 이동통신장치를 “4.3소형선박에 적
용 가능한 장비 및 통신망에 대한 분석”에서 CDMA단말기 및 CDMA 통신
망으로 선정하였다.

CDMA를 이용할 경우 최대의 장점은 육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인의 휴
대통신을 해상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CDMA를 해상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파도달거리 및 중계기 탑재유무에 의해 2단계로
나누었다.연해구역으로 분류되는 육상에서 약 36km이내인 구간은 기존의
선주들이 육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CDMA 단말기를 사용하고,36km이상인
구간에서는 CDMA 선박용 중계기 및 CDMA 단말기를 사용하여 100km까지
CDMA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실제 CDMA 단말기 및 CDMA 통신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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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림-8>에서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의 개요도이며,연근해 대상선박에 탑
재된 CDMA단말기는 GPS 위치전송,뉴스/콘텐츠 수신,휴대폰 통화,긴급
통신정보 송/수신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이동통신사에서는 음성통화 서비스,
SMS메세지 중계,위치정보 중계,데이터 통신 중계,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센터는 유관기관에 설치되어 선박의 위치수신 및 관리,유관기관 데이터
연동,데이터관리 및 생성,각종 리포트 관리,전자해도 기반의 선박관제,등
의 역할을 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Main 서버

선박
●

●

●

●

●

● 선박

기지국

LBS 서버

연근해연근해연근해연근해 대상대상대상대상 선박선박선박선박 운영센터운영센터운영센터운영센터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

<그림-8>CDMA를 이용한 선박위치추적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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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11...222CCCDDDMMMAAA 장장장비비비의의의 성성성능능능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가가가...CCCDDDMMMAAA 중중중계계계기기기 개개개요요요
CDMA 중계기는 육상의 기지국과 CDMA단말기 사이에 설치되어 동작 운

용되며,<그림-9>에서와 같이 기지국의 전파를 수신 증폭한 후 재송신하여
전파도달지역을 확장함으로써 기지국 설치가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CDMA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거나 전파음영지역에서의 미약한 신호를 효과적으로 증
폭하여 중계한다.

<그림-9>통신영역 확장 개념도

나나나...CCCDDDMMMAAA 중중중계계계기기기 성성성능능능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1)중계기의 주파수 특성
중계기의 사용주파수는 입력 1,858.75/1752.5MHz,출력 1,852.5/1,768.5MHz

를 기본으로 사용하며,<표-9>에서는 중계기의 주파수 특성을 표기하였다.

항 목 성 능 비고

주파수 범위
순 방향 1,840~ 1,860MHz 1FA 서비스
역 방향 1,750~ 1,770MHz 1FA 서비스

대역평탄도 2dB이내 20MHz대역
주파수안정도 0.05ppm이하

<표-9>중계기 주파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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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계기의 증폭 및 이득특성
중계기의 이득조절구간은 순 방향일 경우 45~75dB으로 하여 1dB/Step간

격으로 조절 하여야 한다.<표-10>에서는 중계기의 증폭 및 이득특성을 표
시하였다.

항 목 성 능 비고
이득조절구간 45~ 75dB 역 방향 40~ 70dB
이득조절간격 1dB/Step
이득조절오차 0.9dB 30dB구간

<표-10>중계기의 중폭 및 이득특성

(3)중계기의 입출력 특성
중계기의 입출력 특성으로 수신입력레벨 및 최대출력레벨 등을 <표-11>에

표시하였으며,AGCDynamicRange는 순 방향 및 역 방향 연동되어 30dB이상에

서 조절되어야 한다.

항 목 성 능 비고

수신입력레벨
순 방향 -35dBm/Total이상 최대 1FA사용
역 방향 -32dBm/Total이상 "

최대출력레벨
순 방향 7dBm/Total이상 "
역 방향 23dBm/Total이상 "

Shutdown
순 방향 8dBm/Total이상 시 8,24dBm/Total초과 시

shutdown되어야 하며,오차는
2dB이내일 것역 방향 24dBm/Total이상 시

AGCDynamicRange 30dB이상 순 방향,역 방향 연동될 것

<표-11>중계기의 입출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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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계기의 기타요구사항
<표-12>에서는 중계기의 성능 및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기능을 표시하고 있다.

항 목 성 능 비고

타사신호억압도
순 방향 -35dBm/Total이상 Spurious특성 만족할 것
역 방향 -35dBm/Total이상 잡음레벨 상승 3dB이하

Isolation 잡음레벨 상승1dB이하 @ 순방향최대출력,양방향
최대이득

Isolationcheck기능 85dBonly,오차2dB이하 역 방향에 구성/2초 이내
동작할 것

<표-12>중계기의 기타요구사항

(5)기타 주요 특성
<표-13>에서는 전파지연,정재파비,등 중계기의 기타 주요 특성에 대해서

표시하였다.

항 목 성 능 비고
전파지연 5s이하 순방향,역 방향
정재파비 1:1.5이하 공칭 Impedance50Ω

기구Size
가로:200mm 이하
세로:250mm 이하
높이: 65mm 이하

체적3,250,000mm3이하일 것

Alarm 용 LED
녹색 LED 정상동작 시 On
적색 LED1 Isolation미확보 시 On
적색 LED2 기타의 Alarm 시 On

<표-13>기타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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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DMA 채널 할당표 및 주파수
<그림-10>은 CDMA 채널 할당표로서,총 15개의 채널로 분리하였으며,

각 밴드별 주파수를 명시하였다.

A Band B Band C Band(LGT)

 1750 (역방향역방향역방향역방향 : 이동국이동국이동국이동국 송신송신송신송신)
1840 (순방향순방향순방향순방향 : 기지국송신기지국송신기지국송신기지국송신)

1760
1850

1770
1860

1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FA= 1.25MHz

<그림-10>CDMA 채널 할당표 및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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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11...333CCCDDDMMMAAA TTTeeesssttt---BBBeeeddd시시시범범범운운운영영영 및및및 결결결과과과

가가가...CCCDDDMMMAAA TTTeeesssttt---BBBeeeddd개개개요요요

CDMA Test-Bed의 구축은 해상에서의 CDMA 사용으로 인한 선원의 복
지향상 및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도모의 목적으로 기상청 및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상 기상도의 상세 기상정보,각종 어업 현황,수온 분포,어판가
격,등의 어업정보,현지 생산량의 소비자간 직접거래를 돕기 위한,선주 화
주 혹은 소비자의 직거래 게시판 등의 조업정보,해상안전,조난,구조 및 관
련 유관기관의 현황 및 NAVTEX 정보 제공,모바일 Port-MIS 정보 제공
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 범위 조사 및 해상의 CDMA 중계기를 사용
한 통화권 확장을 범위 조사를 위하여 Test-Bed를 구축 하였다.

나나나...CCCDDDMMMAAA TTTeeesssttt---BBBeeeddd설설설치치치

Test-Bed중 기지국의 설치는 2004년 7월에 완료 하였으며,기지국은 속초
의 미시령,강릉의 왕산,삼척의 변천에 설치되어 있다.통화량은 Test-Bed
중 선박 중계기는 거진항에서 영빈호,명동호에 설치하였으며 속초항에서 유
신호,갈매기호에 설치하였다.선박의 출항 후 각각의 선원들은 육상에서 사
용하고 있던 CDMA 단말기를 사용하여 해상에서 Test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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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단말기를 사용하여 해상에서 Test진행시 36Km이상의 구역을 항
해하는 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하였으며,<그림-11>과 같이 해상용 중계기를
설치하였다.

<그림-11>해상용 중계기 설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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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에서는 해상용 중계기를 선박에 실제 설치 한 모습으로 CDMA
의 육상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링크안테나를 통해 수신 후 선박의
CDMA 단말기로 전송하는 하고,선박의 CDMA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육상의 기지국으로 링크안테나를 통해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12>해상용 중계기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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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은 링크 안테나를 설치한 모습으로 해상용 중계기에 연결되어
있으며,육상기지국과의 교신시 신호를 송수신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13>링크 안테나 설치 모습

<그림-13>에서의 패치 안테나는 선박중계기와 CDMA 단말기와의 중계 역
할을 담당한다.

<그림-14>패치 안테나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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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CCCDDDMMMAAA TTTeeesssttt---BBBeeeddd시시시범범범 운운운영영영 결결결과과과

CDMA Test-Bed시범운영의 결과는 각 선박별로 조업구역에서 통화 후
통화 성공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총 시범운영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CDMA 선박중계기를 첫 설치한 영빈호의 출항거리는 약
30mile(약 48km)이었으며,운항중의 통화가 완료되었다.유신호의 출항거리
는 약42mile(약 75.6km)이었으며,운항중의 통화가 완료되었다.명동호와
갈매기호의 경우에는 육상과 선박간의 CDMA 통신 및 선박과 선박간의
CDMA 통신을 시도하였으며,2선박의 출항거리는 약20mile(약 32km)정도
이며,육상과의 통화 및 선박간의 통화 상태가 양호하였다.

<표-14>에서는 선박별,단말기별 통화 Test결과를 작성한 것으로서,각
선박별 통화 단말기 및 해상용 중계기의 바코드를 표시하였다.

선박명 중계기바코드 CTN 통화시도 성공호수 비고

영빈호 0820606101E003007X
011-807-XXXX 18 15
010-7405-XXXX 12 10
011-681-XXXX 19 18

유신호 0820606101E003005X
010-3023-XXXX 13 10
010-9766-XXXX 19 17
011-534-XXXX 21 18

명동호 0820606101E003007X
010-6700-XXXX 17 16
010-3376-XXXX 13 12
011-372-XXXX 15 13

갈매기호 0820606101E003004X
011-376-XXXX 17 13
011-9158-XXXX 21 17
011-375-XXXX 14 12

합 계 199 171

<표-14>선박별,단말기별 통화 Test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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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에서는 항해거리별 통화 Test결과에 대해서 표시하였으며, <표
-14>와 <표-15>의 비교분석의 결과 해상용 중계기를 탑재를 함으로서 통신
거리의 확장이 가능하였다.

구 분 계(%)
Test결과

통화 가능 통화 불능
20mile이하 45(100%) 42(93%) 3(7%)

20～30mile 53(100%) 48(91%) 5(9%)

30～40mile 34(100%) 30(88%) 4(12%)

40mile이상 67(100%) 51(76%) 16(24%)

합 계 199(100%) 171(86%) 28(14%)

<표-15>항해거리별 통화 Test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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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22향향향후후후 활활활용용용방방방안안안 및및및 제제제도도도 개개개선선선 방방방안안안

555...222...111향향향후후후 활활활용용용방방방안안안

현재 국내규정은 우리나라 등록 선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9만 여척의
어선과 같은 연안 선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근해지역의 선박관리
에 어려움이 있다.물론,선박위치보고제도 등과 같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종합적인 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으로 연안선박
으로의 선박식별체계 확대 적용 시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에 대한 조난 발생시
위치 추적에 의한 해난 구조와 여객선,유조선 등의 안전항로 준수 여부 확인,
연안어선의 어로구역 활동 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장비 및 통신망이 확정되어,그 시스템이 구
축이 되면,우리나라 연근해지역에서 활동 중인 소형선박의 안전 및 복지 향
상에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되며,CDMA 단말기를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에 사용함으로 해서,해난사고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 관련 정보
를 4시간에 1회씩 NAVTEX 문자방송을 CDMA 단말기를 통해서 제공하고,
어황정보,어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또한 관공
선을 이용하는 정부 및 선사들은 모바일Port-MIS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어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위치추적 대상선박의 대부분이 될 어선의 경우 어민들이 위치보고를 꺼려
하고 있어,어민들이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통화권 연장,해상교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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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와 같은 안전정보제공,실시간 요약뉴스 제공,위험시 위치보고 및
긴급 통화 기능 등을 제공하여 하여야 한다.

555...222...222제제제도도도 개개개선선선 방방방안안안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고 있는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대상선박은 어
선,연안유조선,예선,기타 항내운항선박(급유선,도선선,잡종선 등)등이며,
이들 선박이 탑재하여야 하는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장비의 종류로는 AIS,
SSB,위성망,TRS,CDMA 등을 제안하였다.현행 전파법에서 이러한 소형
선박의 위치추적시스템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은 무선설비규칙의 제7조(선
택호출장치 등)의 ①항(단일통신로의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는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를 비치하여야 한
다)및 ②항의 제1항(선택호출장치 및 식별장치의 기술적 조건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을 들 수 있다.따라서 무선설비규칙을 근거로
하는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8호의 형식검정합격기준 및 형식등록기준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선설비규칙 제69조의 3항에 디지틀선택호출
장치와 함께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장치를 두고,제69조의 5항에 따른 디지틀
선택호출장치 등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해상이동업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부
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소형선박
의 위치추적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통신방식,주파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구축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시행에 앞서 개발 또는 기
상용화된 제품으로 단말기를 선정할 경우 무선설비규칙에 정하는 내용을 고
려하여 제품사양의 기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계
획 수립단계부터 정보통신부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및 협조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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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 무선설비규칙 제69조의 10개정

소형선박의 위치추적장치에 대한 부분은 제69조의 10항을 신설하여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즉,점검/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자동으로 선
박의 동적정보 및 기타 정보를 자동 구성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지정된 호출을 수신
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항해중이거나 정박중에도 연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등
을 정하는 일반적 조건을 포함하여 소형선박의 위치추적장치의 주파수 등 신호에 관
한 조건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 무선설비규칙 제69조의 5개정

무선설비규칙 제69조의 5항에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장치를 추가하여 동 규정이 “디지
틀선택호출장치 및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장치 등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해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로 되도록 개정하여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장치의 사용주파수,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에 대한 일반적 조건,송신장치의 조건,수신장치의 조건 등을 추가
신설해야 할 것이다.

�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장치관련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의 개정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에서 소형선박의 위치추적장치
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의 별표 2에 해당하는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의 대상에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장치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별표 10을 개정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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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및 전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0의 형식검정 수수료에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장치의 수수료를 지정해야 한다.이와 아울러 정보통신기기인증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형식기호의 표시,형식에 관한 기호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소형선박의 위치추적을 위한 전파법 관련 각종 규칙 및 고시사항의 제정
및 개정을 토대로 하여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장치에 대한 형식검정 합격기준 및 형식
등록기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이는 단계별로 추진될 소형선박의 위치추적 단말
기의 사양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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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선박안전을 위한 통신장비는 많으나,실제 소형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소형선박의 안전을 위해 위치
정보추적에 사용되는 장비와 통신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장비의 경우 CDMA,TRS,AIS,VHF무선전화기 등의 여러 장비들을 분석하였으
나,실 사용자의 기기 조작성,경제성,부가서비스의 제공여부,복지혜택,등의 여러 내
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CDMA단말기가 최상의 조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신망의 경우 CDMA,TRS,AIS망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나,통신거리,통신품질에
대한 신뢰성,기술의 종속성 등의 여러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육상에서의 휴대
통신을 해상에서도 별다른 전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CDMA망을 이용하는 것이 최상
의 조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CDMA망에서 사용한 결과 해상에서의 통신이 원활히 수행되
었으며,CDMA 단말기로 사용되는 PDA,휴대전화단말기 등은 육상에서와 같이 해상
에서도 텔레매틱스 기능을 완벽히 지원하였으며,소형선박에 설치 시 항행구역에 따라
서 2단계로 나누어 설치함으로,설치용적이 거의 필요 없게 되어서 레저용 고무보트에
도 사용할 수 있었다.단말기의 소형화로 저 전력화 및 육상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해
상에서 사용함으로 경제성 및 기기 조작의 간편성 등의 매우 효율적인 통신수단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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