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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한반도 주변 근해는 국의 개방화 정책에 따

른 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일본  국 3

국간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주․구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의 수출입 물량 

한 꾸 히 증가하면서 해상운송에 의한 선박교통량

이 폭주하는 수역이다. 게다가 좁은 수역에 연근해 어

선의 활발한 어로활동과 상선의 항행이 공존하는 해역

의 특성으로 인해 선박에 의한 각종 해양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해양오염 발생 험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

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소득수  향상으로 선원직업에 

한 매력이 감소되면서 선원자질 하가 큰 문제 으

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과잉경쟁으로 인한 선박 소

유자의 선박 안 리에 한 투자의지 한 미약해지

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해양 안 환경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1)(2)

이러한 여건들로 인하여 한반도 근해에서의 최근 10

년간 해양사고 발생은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선의 경우 연안해역 어자원이 고갈되면서 

장기간 원거리 출어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척수가 연평균 2.7%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교통 사고 방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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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통신 시스템 개발 황과 구축 그리고 발  방

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Binary CDMA

소형선박의 VHF를 디지털 통신용으로 교체, 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분야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많은 발 을 도모하 다. 고속 정보통신망은 디지털

통신기술의 역 종합 정보통신망(BISDN : Bro-

adband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을 기 로 

하여 고정망 구간에는 무선가입자망(WLL : Wireless 

Local Loop)등으로 개발되고 있는 반면 역 무선주

수 역으로 소형선박을 지원하는 무선통신분야까지

에는 제만 제시되었을 구체화된 것은 없다. 어선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고속망과 연계 는 디지털 데

이터를 서비스하는 수단으로 고려 될 수 있는 방안은 

지상 의 범  한계를 극복하는 성통신망(GMPCS :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 By Satellite)

이 될 것이나 상업용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주체가 

고가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앞으로 단말기 

가격은 렴해 질 수 있으나 통신요 은 정 수 을 

유지할 것으로 망된다. 뿐만 아니라 재 소형 선박

에서 사용되고 VHF통신기를 이에 합토록 보강하여 

어업통신에 디지털 통신기술을 도입한다면 비록 속

도이지만 디지털화 된 정보가 고속망까지 연계 되므

로 이러한 문제 은 자연 으로 해소될 것으로 그 기술

개발의 효과는 육상의 이동망까지 향을 미칠 것

이다.(3)(4)

해양종사자 등의 안 의식이 향상되고, 해양안 제

도 개선과 해상교통 환경 개선  안 사고 방활동 

등 안 리 시책의 지속 인 추진으로 사고발생 건수

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출동․침몰 등 형사고 방을 

한 안 책의 강력한 시행이 요망된다. 그리하여 모

든 분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도 이와 같은 실정이다.

III. 해양교통사고 발생 황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사고 유형별로 보면 기 손

상에 의한 해양사고가 25.0%로 가장 많이 발생하 으

며, 그 다음으로는 충돌 24.4%, 침몰 10.2%, 좌  9.8%

순으로 발생하여 이들4개 유형의 사고가 체 해양사고

 6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용도별로 살펴보면, 어선에 의한 해양사고가 

69.9%로 가장 많이 발생하 다. 그 다음으로 화물선 

12.4%, 선 4.3%, 유조선 3.5%, 여객선 1.8%의 순으로 

발생하 으며, 기타선에서도 8.1% 발생하 다.(5)(6)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어선과 화물선의 사고발생

황을 살펴보면, 어선은 연평귬 2.7% 증가하 고, 선

에 의한 해양사고 역시 7.2%이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

며 이들 선박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 다. 반면 화물선

에 의한 해양사고는 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유조선 

역시 7.8%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선박 총톤수별 해양사고 발생 황을 살펴보면 20～

100톤 이 35.3%, 20미만 톤 34.1%, 100～500톤  

11.0% 순으로 발생하여, 체 사고척수의 80.4%를 차

지하고있는 500톤  미만 소형선박 에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용도별, 사고유형별 황을 살펴보면 모든 용

도의 선박에서 충돌  기  손상사고가 다발하 고, 

그 다음으로 침몰, 좌   화재, 폭발 등의 순으로 발

생하 다. 특히 사고선박이 69.9%를 차지하고있는 어선

의 경우는 충돌, 기 손상사고가 체 어선사고의 

56.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물선은 충돌, 좌

사고가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해양사고 발생 황을 살펴보면 10월 10.2%. 9

월 9.7%, 11월 9.2%, 12월 9.1%의 순으로 발생하여 주

로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 어선의 조업이 활발한 동 기

에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 고, 계 별로는 가을철 

29.1%, 겨울철 25.3%, 철 23.1%, 여름철 22.5% 순으

로 발생하 다.  이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충돌, 

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은 반면 2월에 가장 고, 기

손상사고는 9월에 가장 많고 6월에 가장 으며, 침몰

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5월에 가장 게 발

생 하 다.

국내 수역 에서도 주요항  그 진입수로에서의 해

양사고 발생 황을 보면 교통량이 많고 수로의 폭이 

소하여 혼밥한 인천항  그 진입수로와 부산항내에서 

각각 3.4%, 3.2%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큰 비 을 차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 울산, 포항항 2.3%, 삼천포 통 항, 

통 해안  견내량수도 1.6%, 장항항, 군산항 1.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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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거제수역 1.1%, 여수, 굉양항  그 진입수로 1.0%

의 순으로 발생하 다. 한 해내 수역별로는 남해 

30.0%, 서해 19.8%,  동해 11.0%의 순으로 발생하

다. 한 국외 수역 에서는 남해수역에서 7.9% 사고발

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동해 6.0%, 서해 4.0%, 원양

수역 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역별 해양사고 

발생을 표1에 나타내었다

표 1 수역별 해양사고발생
Table. 1 Seawaters by marine disaster occurremce

(단  : 건, %)

수 역 구    분 발생수 구성비

국

내

주

요

항

진

입

수

노

인천항  진입수로 236 3.4

장항항, 군산항 101 1.4

목포항  진입수로 48 0.7

여수항, 양항  

진입수로
68 1.0

삼천포항, 통 항, 

통 해만  견내량수도
113 1.6

마산항, 진해항, 

진해만(가덕수도)
55 0.8

부산항 222 3.2

부산-거제수역(옥포항, 

장승포항)
80 1.1

울산항(미포만 포함), 

삼척항
159 2.3

동해항, 속 항, 삼척항 65 0.9

제주항, 서귀포항 33 0.5

해

동해 765 11.0

서해 1,379 19.8

남해 2,092 30.0

 계 5,416 77.7

국

외

 동해 419 6.0

 서해 279 4.0

 남해 545 7.9

 일본수역 105 1.5

 동남아 29 0.4

 원양 174 2.5

 계 1,551 22.3

총    계 6,967 100

Ⅳ. 어업정보 통신시스템 개발 황

어업정보 통신시스템은 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항해와 조업 인 소형선박에 VHF통신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통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어업  

항해종보를 실 시키기 하여 디지털통신망을 구축코

자 하는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에 사용했던 SSB, 는 재 사용 인 VHF통

신기를 오래 부터 정보통신분야의 심사항 이었으

나, 첨단 디지털변조기술 개발에 따라 최근에야 실화

에 다가오게 되었다.(7)(8)

정보가 시범과제로 추진된 동 사업으로 고능률 데이

터 압축기술을 함께 용함으로써 기상도 송에 있어

서 를 들면 기존 아날로그의 3/40 미만으로 단축하

고 디지털 통신기술의 강력한 장 인 에러정정 기법에 

의하여 잡음이 없는 선명한 화면  축소, 확 의 자유

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해상과 어업정보호를 기술 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몇 개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검증한 해양정보통

신 시스템 제 1단계는 이를 한 가장 기 인 제 1

계층의 사업이다. 한 어업정보 통신스템의 단계는 

제 1단계에서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선박과 어

선에서 음성과 데이터통신을 겸용할수 잇도록 SSB, 

VHF통신기를 실용화로 개발하고자 정부와 업체가 열

심히 노력 에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9)(10)

해양과 어업정보시스템의 추가하는 목표, 시스템, 단

말장치 등에 해서 열거한 것이다. 해양정보통신시스

템이 활성화 되면 어민들에게 리하게 이용될 수 있으

며 어선과 소형 선박에도 무료로 첨단 정보화 혜택을 

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4.1 어업 정보 통신망 배경과 시스템

어업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한일어업 정, 한 어업

정, 어업자원의 감소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어업 경 환경의 개선, 어업 소요

비용 감, 생산효율의 극 화)이 필요하며, 어업정보화 

서비스체계구축이 요구된다. 용의 데이터 단말 장치

를 구성하여 SSB를 제어 맟 데이터를 수신하고 SSB만

을 설치 하 을 때는 종래의 음성통신 기능으로 운용되

며, 추가 으로 데이터 단말부를 설치하여 연결 하 을 

때에는 음성과 데이터 통신 기능을 겸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음성통신과 데이터 통신은 별도의 채 을 사용

하며 ,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채 을 제어 하여 음성/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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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신호간 상호 충돌을 방한다. 한 데이터 단말

부에는 자해도, 린터, 성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

는 확장기능 구비한다. 어업 정보 시스템 개발계획에 

따른 어업 정보 시스템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어업 정보 시스템
Fig. 1 Fishery information system

4.2 어업정보망 구축

어업정보망 구축을 한 어선용 단말장치개발, 어업 

정보통신 핵심 기술개발, 어업 정보통신의 유․무선망 

구축(어선 조업정보 DB연동), 련기  정보화 사업과

의 목으로 어업 정보통신망과 어업정보 방송국으로 

어선에 음성, 문자, 상정보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어

업통신 화에 의한 어황/해황 정보수집 달경로를 

그림2에 나타내었다.(11)(12)

그림 2 어황/해황 정보수집 달경로
Fig. 2 Fishing and seawater condition information 

transmission route

인 내용으로는 무선망 로토콜제어 기술개발

(n:n), 문자/ 상 송 가능한 어선용 단말장치 개발  

보 , GPS와 간이 자해도 연동 어선 치 자동 송, 

음성/데이터 통신 가능한 SSB통신기 개발,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자해도 내장  사용환경 구축, 문자통신에 

의한 신문방송( 국), 문자  상통신에 의한 어황

보, 어업기상, 항행통보, 어가 방송  고등 어로지원

을 한 종합통신 서비스 등이다.

Ⅴ. 결 론

우리나라 해난사고 다발지역을 Data Base 하여 문

자, 상 정보를 통하여 어업 정보통신망에 제공하여 

해난사고 발생에 주의 하도록 하며 해 의 상황(침수선

박, 암 , 폐그물등)도 함께 제공하여 조업에 주의 하도

록 고하여 어장 정화 사업에 일조 하도록 한다.

무선국간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성통신, 어선

조업정보와 연동된 로그램 개발, 해난사고의 신속

  사고 유형별 통계를 홍보 방송용으로 활용, 어업

정보 수집  방송을 한 기 별 역할분담, 어선보고

자료 확보  무선국업무 경감을 한 의무설비화, 어

선조업정보 DB연동 체계 구축등 어업정보통신망과 어

업정보방송국으로 어선에 음성, 문자, 상정보와 같은 

모든 서비스 제공을 한 어업 정보화 통신 시스템구축

을 해서는 정부 련부처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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