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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이용한 증강 실 항해지원 시스템의 설계  구

†오재용․박지수*․박세길*․김선 *

†,* 선박해양 랜트연구소 해양안 연구부

요    약 : 최근 해양사고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의 안 항해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사고에 한 규제  사고 

방지를 한 기술의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IT 기술들을 용한 다양한 항해장비들이 개발되어 항해사의 안

운항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기 보다는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하는 효율 인 방법에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효율 인 항해 장비는 항해사가 의사 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보다 단순하고 직 인 방법으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선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강 실 항해지원 시스템의 설계  구 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문에

서는 시스템을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모듈과 실시간으로 증강 상을 생성하는 소 트웨어 모듈로 구분하여 설명하며, 선박운항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작품의 시험 평가 방법에 해서도 언 한다. 이러한 증강 실 기반의 항해지원 시스템은 사고방지  운항효율 증

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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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본 연구는 “국제 해양 GIS 표  기술 기반 차세  항행정

보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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