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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통신의 현재와 미래
장 동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Ⅰ. 서  론

최근에 해상 통신에서는 아날로그방식에 의한 음

성위주의서비스를디지털화해서음성, 데이터, 화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TU-R(Inter- 
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Radiocommunica- 
tion Sector),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등 국제 
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해상 통신 시스템 현대화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현대화, e-Navigation 등)에 노력해 왔다. 해상 통신은
글로벌하고 심리스(seamless)하게 해상 안전을 우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상호 운용성 및 호환
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표준화가 필수적이

다. 글로벌한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 통신
망은 위성, VHF(초단파), HF(단파), MF(중파) 등 다
양한전파 기술을 사용해서시스템을구성한다. 위성
은 가장 넓은 대역을 커버하지만, 정지 위성(인마세
트)의 경우, 극지방(위도 70도이상)은 통신이불가능
하다. 또한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가이용하는 COSPAS-SARSAT 시스템은정지 
위성과비정지위성(LEO)을조합해서사용해왔으나, 
각각의단점이 있으므로이를보완할수 있는 LEO보
다 고도가 더 높은 MEO 위성을 이용하는 MEOSAR 
서비스를 2018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위성은 비
교적 간단한 통신망으로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디지

털화가 용이하지만, 통신비용이 고가이므로 상용 서
비스로는 널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 MF, HF 대역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전파 특성상 비교적 원거리 통신

이가능하지만, 전파전파 특성이 환경에 의해 계속해
서변화되기때문에신뢰성이좋지않아서고속데이

터통신에 불리하다. VHF 대역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전파 특성이 30 해리(약 50 km) 정도의 가시거리(line 
of sight) 해상통신에적합하므로연근해위주의통신
에서많이사용되어왔다. 그러므로 FSK 변조를사용
하는 디지털 선택 호출 장치((DSC: Digital Selective 
Calling) System), GMSK 변조를 사용하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등 VHF 
대역의 디지털 시스템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DSC는 전송 속도가 1.2 kbps로 자동으로 조난 신호
등을송신하므로, 기존모르스(Morse) 부호에의한조
난신호를대체하는 GMDSS의 핵심 기능이다. AIS는 
2002년부터국제적으로의무적인탑재가시작됐으며, 
최근 해상 통신 현대화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였다. 
이 시스템은자율시간분할다중방식(SOTDMA: Self- 
Organized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으로 통신하
며, 25 kHz의 2채널에서 2,250개의 타임 슬롯을 사용
해서 9.6 kbps로데이터를전송한다. AIS 기술은해상 
통신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CSTDMA 
(Carrier Sense TDMA) 방식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선박과 선박, 선박과 해안국, 무인 등대(AtoN: 
Aids to Navigation), SART(Search and Rescue Trans- 
mitter), MOB(Man Over Board) 등에도사용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AIS의본래목적인안전항행데이터전
송이외에 기상등 항행 안전을위한정보(Application 
Specific Messages) 등을 전송하는데 사용하기도한다. 
그러므로트래픽이많은항구등에서는기존두채널

을 사용하는 AIS에 통신 트래픽 폭주가 발생해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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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AIS 사용 채널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여 WRC-12에
서 확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AIS가해상 통신현대
화의 핵심 기술로 부상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AIS
가 선박 항행 정보 전송뿐만 아니라, 운항 환경 정보
도 전송하고, VHF 대역 전파 특성 한계인 가시거리
통신범위를확대하기위한위성시스템과링크를위

한 채널및 방법에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WRC-12
에서 결정된 주파수 할당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차

세대 AIS(VDES: VHF Data Exchange System)가 제안
되어현재여러표준화기구에서표준화가진행중에 
있다. 이외에도이미 개발된 LF(500 kHz), MF, HF 대
역에서 OFDM 방식을 이용한 디지털 시스템(NAVD- 
AT-500 kHz, NAVDAT-HF 등)을 GMDSS에 포함할
지여부에대한검토가진행중이다. 뿐만아니라, 전
자 차트, VDR(Voyage Data Recorder), 레이더 등 항
행 장비들이 전자화되어 통신 장비와 통합되어 가고

있으므로각장비들의인터페이스및데이터포맷등

을 포함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국제 표준화 등이

현재진행중인 e-navigation의 전략적구현 계획의핵
심이다.

Ⅱ. 본  론

2-1 해상 통신 현황

2-1-1 해상 통신의 역사

1895년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에 성공한 후, 무선
은 선박과 육상 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수단

으로 실용화되었다. 1912년에 발생한 타이타닉호 사
고로 같은 해에 런던에서 개최된 ITU 전권위원회의
전신인 제2회 국제 무선전신 회의와 1914년 런던에
서 개최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조약 회의

에서일정한크기이상의선박에무선시설의설치를 
의무화해서 조난 통신의 우선적인 취급 및 조난 주

파수 청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 채택되었다. 
1979년에는 해상 무선 통신의 개선을 위해서 국제기
관으로서인마세트(INMARSAT)가발족되었으며, 1982
년부터미국의마리세트(MARISAT) 시스템을계승한
해양 위성 통신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1988년에는개정된 SOLAS 조약에의해해상조난및 
안전에 관한 글로벌 시스템(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의도입이결정되어 1999년 
2월 1일부터 완전 실시되었다. GMDSS는 인공위성
(INMARSAT, COSPAS-SARSAT)에의한위치검출기
능, 자동화및디지털통신기술(DSC, NAVTEX)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1989년 알래스카 기름 유출 사
건 이후에 해상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국제해사

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해상
안전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ittee)에서 채
택된 해상에서의인명 안전을 위한국제조약(SOLAS 
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제Ⅴ장 개정으로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이 2002년부터 단
계적으로 도입되어 해상 통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로 SSAS(Ship Security Alert System), LRIT(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시스템이 도입되었
고, 빈번한 쓰나미 피해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한 실시간 해상 영역 정보 교환 시스

템 구축이 검토되고 있으며, 해적및밀수등해난사
고를 방지하기 위한 UMS(Unmanned Maritime System) 
도입을위해서국제적으로조화화(harmonization)된 주
파수 할당을 위한 논의가 ITU-R에서 진행 중이다.

2-1-2 해상 통신의 특징

해상 통신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에 따라서 1) 조
난 및 안전 통신: 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
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행하는 조난 통신과 항해 중

에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안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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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 항행 지원 통신: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위치
또는 전파 발사 지점에 대한 방위, 거리를 측정해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무선 통신, 3) 전기 통신 업
무 통신: 항해 중인 선박에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
기 위한 무선 통신, 4) 업무 통신: 육상에 개설된 해
안국과 선박국 또는 선박국 간에 발생하는 개인 무

선 통신, 5) 항만 통신: 항만 내 또는 항만 부근에서
행해지는 선박의 운항 중 조작, 이동 및 안전 그리고
비상시 인명 안전을 위한 무선 통신으로 분류한다.
조난 안전 통신은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 확보 및

선박․화물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통신 기술의 발달로 비상시의 통신 및 위치 탐지 자

동화 등을 목표로 하는 GMDSS가 도입되었다. 또한
해양에서의 활동은 국제 성격을 가지며, 해상 통신
수단인 전파도 확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
통신은 국제성이 강하고 해상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

수를 이용하여 무선국에서 운용되는 무선 설비 등은

국제 조약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ITU에서 규
정된 전파 규칙(RR: Radio Regulations)에 의해 중단
파(MF/HF)․단파(HF)․초단파(VHF) 대역에 해상 통
신전용 주파수가 분배되고 이 주파수에 간섭을 발생

시키는 전파 발사가 금지되어 있다.
해상 통신은 육상과 선박 간 및 선박 상호간 통신

형태가중심이며, 무선통신이기본적인 통신수단이
다. 선박의 규모나 구성, 구조 등에 따라 탑재할 수 
있는무선 설비에제약이있다. 이 때문에 통신품질, 
통신용량과기밀성의확보등여러측면에서일정한

제약이 있다. 또한 무선 장치는 선박의 엔진 및 기타
전자 장치 등의 잡음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전

자파 환경에 대한배려도 필요하며, IMO에서는 해상
무선설비에 대해환경적인요인(염분, 방수, 비상 전
원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무선 설비보다 추가적으
로 규제하고 있다.

2-2 해상 통신 시스템

해상 통신 시스템은 선박의 용도별, 규모별, 항행
구역별 등으로 다양한 무선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활

용된다. 용도 및 규모별로 분류하면, 대형 선박(5톤
이상 일반 선박), 어선, 5톤 미만 어선, 그리고 레저
보트 등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선박에는 단파/중파/
초단파설비, 인마세트 설비, 선박용 레이더, 위성
EPIRB 등 통신 및 항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국제 항행을 하는 선박은 SOLAS 조약에 따라서 반
드시 GMDSS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연근해 선박
들은 SOLAS 조약에구속되지 않으므로 각국에서 정
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항행 구역별로 보면, 해안을 항행하는 선박의 통

신은전파의직진성이강하기때문에주로근거리전

파에 적합한 초단파대(VHF)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항해 해역이 근해뿐만 아니라, 인도양, 대서양, 태평
양 등 전 해역에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거리에
있는 해상 선박과 해안국 간의 통신은 주로 전리층

전파를이용한 단파대(HF) 통신이 행해지고있다. 그
러나단파통신은전리층전파에의해회선이불안정

하므로 품질, 용량, 신뢰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를보완하기위해 1982년부터전세계적인해양위성 
통신 시스템으로 인마세트가 운용을 시작했다. 그러
나 이러한 위성 시스템은 선박의 무선 설비 설치 공

간, 통신 요금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원양을 항해하
는 선박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위성 이동 통신시스템으로는 인마세트 이외에 N- 

STAR(일본), ARGOS, ORBCOMM, Thuraya 등이 있
으며,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위성 통신 시스템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으나, 지상 단말기의 소형화․
고속화․요금의 저렴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선박의
충돌 방지 및 운항 관리 등을 위해 선종, 선박명, 호
출부호, 선박 길이 및 폭, 위치, 침로, 속도 등을 선박
에서자동으로보낼수있는항해 장비인 AIS가 2002
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해상 통신 인프라로 발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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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상 통신 시스템 사용 주파수

2-2-1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는 기존의 모르스 통신 대신에 위성 통신
기술과디지털통신기술에의해선박이어떤해역에

서 조난을 당해도 발신 조난 경보를 육상의 구조 기

관이나 부근을 항행 중인 선박에서 확실하게 받아서

육상의 구조 기관과 선박이 일체되어,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할 수 있는 조난 정보의 신속 입수 및 해상

안전 정보의 적절한 제공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통신

시스템이다. 1970년대부터 국제 해사기구를 중심으
로 연구, 검토가 시작되었다. 1987년에 WARC MOB- 
87(이동 업무에 관한 세계 무선 통신 주관청 회의)에
서 사용 주파수 및 운영 방법 등에대해서 무선 규칙

(Radio Regulation)이 개정되었다. 1988년 11월에는
SOLAS 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SOLAS 조약을 개정하
였다. 개정된 SOLAS 조약에 따라 1992년 2월 1일부
터도입되어 1999년 2월 1일부터는완전실시되고있
다. 이 조약에 따라서 각국은 전파법 및 선박 안전법
관련 법령에 의해 선박에 GMDSS 통신 설비의 탑재
를 의무화했으며, GMDSS에 대응해서 조난 주파수

를 24 시간 체제로 청취하고, 조난 경보에 즉각 대응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상 선박은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300 톤 이상의 선박(SOLAS 조약 대상 선박)이며 필
수적이다. 그러나 국제 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어선 등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다.
해상 통신은 지구 위의 모든 해상에 있는 선박과

통신이가능해야하므로, 국제항해선박들은매우다
양한통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있다. IMO에서
는이러한지역을 A1, A2, A3, A4로분류하고있으며, 
A1과 A2는 각국의 연근해로써 자국의 선박 특히 어
선, 보트등이운항되는매우복잡한지역이며, A3, A4
는 원근해로 국제 선박들이 운항하는 지역으로 위성

및 HF 대역을 이용한 통신 설비들이 사용되고있다. 
위성의 경우, 조난 신호는 무료이나 상용 통신은 비
용이높다. 그러나 신뢰성있는 통신을 할수 있으며, 
HF 통신 설비는 전파 특성상 자연적인 영향으로 통
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GMDSS에 포함된 무선 설비는 1980년대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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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MDSS 통신망 구성

<표 1> 국제 항해 선박의 커버리지별 의무 탑재 무선 설비(GMDSS)

용도
무선

설비

Ship-to-
shore 

distress 
alerts

Shore-to-
ship 

distress 
alert relays

Ship-to-ship 
distress alerts

Search and 
rescue 

coordinating 
comms

On-scene 
comms

Signals for 
locating MSI General 

comms

Bridge-to-
bridge 
co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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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F-FM DSC
156.525 MHz A1 A1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1

VHF-FM Voice
156∼162 MHz A1 A1

A1
A2
A3
A4

A1
A2
A3
A4

A1 A1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1 A1

A1
A2
A3
A4

A1
A2
A3
A4

MF DSC
2,185.5 kHz

A1
A2

A1
A2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1
A2 A2 A2

MF Voice
2,182 kHz

A1
A2

A1
A2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1
A2

A1
A2

A1
A2

A1
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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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용도
무선

설비

Ship-to-
shore 

distress 
alerts

Shore-to-
ship 

distress 
alert relays

Ship-to-ship 
distress alerts

Search and 
rescue 

coordinating 
comms

On-scene 
comms

Signals for 
locating MSI General 

comms

Bridge-to-
bridge 
co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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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F DSC
4/6/8/12/16

MHz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3
A4

A3
A4

HF Voice
4/6/8/12/16

MHz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3
A4

A3
A4

Survival Craft 
VHF 156∼162

MHz

A1
A2
A3
A4

A1
A2
A3
A4

A1 A1

A1
A2
A3
A4

A1
A2
A3
A4

EPIRB
406 MHz

A1
A2
A3
A4

A1
A2
A3
A4

Radar-SART
9,200∼9,500

MHz

A1
A2
A3
A4

AIS-SART
161.975/

162.025 MHz

A1
A2
A3
A4

NAVTEX 
Receiver
518 kHz

A1
A2
A3
A4

HF NBDP
4/6/8/12/16/19/

22/26 MHz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A1
A2
A3
A4

Inmarsat 
terminal

1,530∼1,545 
MHz,

1,626.5∼1,646.5
MHz

A1
A2
A3

A1
A2
A3

A1
A2
A3

A1
A2
A3

A1
A2
A3

A1
A2
A3

A1
A2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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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MDSS 커버리지 정의

해역 전파통신 커버리지

A1 VHF 해안(20∼30해리 이내)

A2 MF 연근해(100∼150해리 이내)

A3 인마세트/HF 북위 70°∼남위 70°

A4 EPIRB, HF 전세계

반영된 장비이기 때문에 지난 40여 년 간 눈부신 발
전을 한 전파 통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 표준

화 기구(IMO, ITU-R, IEC 등)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AIS 등), 디지털
화(데이터 통신, 위성 통신 등), 선박장치의 전자화
(전자 차트 등)에 따른 집적화 등은 GMDSS 현대화
및 e-navigation 과제를 통해서계속해서연구중에 있
다. 이러한 노력으로 AIS, HF 이메일 및 데이터 시스
템, VHF 데이터 시스템, NAVDAT(500 kHz/HF), 위
성 통신 기술, MOB, COSPAS-SARSAT의 MEOSAR 
등이 개발되어 새로운 GMDSS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e- 
navigation 과제에서 작성된 전략 구현 계획(Strategy 
Implementation Plan)에 적합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
인 VDES(VHF Data Exchange System)는 항해 안전
장비인 AIS에 디지털 통신, 위성통신(S-AIS), GNSS, 
ECDIS, 레이더 등이 e-navigation 개념에 의해 집적된
최초의 해상 통신 인프라 시스템이 될 예정이다.

2-2-1-1 디지털 선택 호출(DSC) 장치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장치는 MF(중파)대, 
HF(단파)대 및 VHF(초단파)대의 무선 설비에 부가
된 것으로, 일정한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처리된 호
출 부호를 사용하여 각종의 선택 호출을 자동적으로

하며, 통신 자체는 그 후 적당한 채널(또는 주파수)
을 이용하여 무선 전화 또는 직접 인쇄 전신에 의하

여 행한다. DSC로 할 수 있는 호출 기능은 Individual 

Call(개별 호출), Group Call(그룹 호출), Geographical 
Call(해역 호출), All station Call(일괄 호출) 등 다양
하며, DSC에서사용하는식별부호는 MMSI(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부호)로
서 9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DSC는 오류 발신(false 
alert)이 높아서 이에 대한 논의가 도입 후 계속해서
있었으며, 관련 권고인 ITU-R M.493에 대한 13차 개
정이 논의 중이다.

2-2-1-2 VHF 무선 전화

VHF 채널 70(156.525 MHz)에 의한 DSC와 채널 6, 
13 및 16에 의한 무선 전화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
박의 통상 조난 위치에서 조난 경보 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채널 70으로 DSC Watch 수신을 계
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VHF
대(156∼174 MHz)에서 무선 전화로 일반 무선 통신
도할수있어야한다. 이대역은디지털화가가장활
발한 대역으로디지털시스템인 AIS, VDE 등이도입
되었다. 최근에 VHF 채널 활용 증가로 12.5/6.25 kHz 
협대역 채널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

며, simplex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여
주파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2-1-3 MF 무선 전화

중단파대 2,187.5 kHz의 DSC 및 2,182 kHz의 무선
전화로 송수신이가능하고, 선박의통상 조선 위치에
서 조난 경보 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187.5 kHz로 DSC Watch 수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
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MF대(1,606.5∼4,000 kHz)에
서 무선 전화나 NBDP로 일반 무선 통신도 할 수 있
어야 한다.

2-2-1-4 MF/HF 무선 전화

중단파대(1,606.5∼4,000 kHz)와 단파대(4,000∼
27,500 kHz)의 DSC, 무선 전화 및 NBDP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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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및안전주파수로송수신이가능하고, 선박의통
상 조선 위치에서 조난 경보 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위의주파수대에서 무선 전화나 NBDP
로 일반 무선 통신의 송수신도 가능하여야 한다. 그
리고 2,187.5 kHz, 4,207.5 kHz, 6,312 kHz, 8,414.5 kHz, 
12,577 kHz, 16,804.5 kHz 중 한 주파수를 DSC Watch 
수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이
대역도 디지털화가 매우 활발하게 논의 중인 대역으
로 디지털 시스템인 NAVDAT-HF ITU-R 권고가 작
성되었다.

2-2-1-5 협대역 직접 인쇄 전신(NBDP)

NBDP(Narrow Band Direct Printing Telegraphy)는
MF대 및 HF대를 사용하는 무선 텔렉스이다. 이 시
스템은 종래의 모르스(Morse) 전신에 대신하는 통신
수단으로서 키보드를 조작하여 송신하며, 통보는 수
신자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수신되어 기록, 보관된다. 
그러나 대부분 인근해역의 비정규적인 해사 안전 정

보 수신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통신 목
적의통신은교신량이매우적은편이다. 또한최근에 
MF, HF 대역의 디지털화로 NBDP를 폐지하고, 새로
운 디지털 시스템에서 NBDP 주파수를 사용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계속서비스를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2-2-1-6 Radar-SART(레이더 트랜스폰더)/AIS-SART

레이더 트랜스폰더는 조난 시구명정이나 조난 선

박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장비이다. 5해리 이내의 부
근선박이나 30해리정도이내의구조항공기에의해
서레이더트랜스폰더에서송신하는 9 GHz 대역의레
이더 신호를 검출해서 조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IMO는 2008년 5월에 AIS 기술을 이용한 AIS-SART
를 기존 Radar-SART와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SOLAS 조약을 개정하였다. 그러므로 2010년 1월부
터 도입되었으며, 160 MHz대의 VHF 대역을 사용하
기 때문에 해상 환경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다. 레

이더-SART와 AIS-SART는기술적으로는다르지만용
도는 동일하므로 선택해서 탑재할 수 있다.

2-2-1-7 인마세트와 COSPAS-SARSAT

해상에서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공위

성을 이용한 통신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L대역(1.6 
GHz 대역)을 이용하는 INMARSAT을 통해서 아날로
그음성통신을수행하고있으나, 최근에는데이터통
신 및 인터넷도 할 수 있도록 현대화되고 있으며, 다
른상용위성을사용해서도해상장거리통신을수행

하고 있다.
일반 해상 통신뿐만 아니라, 해상 조난 시 위성통

신을 이용해서 조난 신호를 송신하는 EPIRB(Emer- 
gency Position-Indicating Radio Beacon)를 선박에 탑재
해야한다. EPIRB는 406 MHz 대역을 사용하는 COS- 
PAS-SARSAT 위성을사용한다. 2018년도부터는기존 
COSPAS-SARSAT의단점을보완할수있는 MEOSAR
을도입해서향상된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MEO- 
SAR은기존 GNSS를활용하는것으로 72개의위성을 
이용해서 EPIRB, ELT, PLB 성능 향상을 지원할 예
정이다.

2-2-2 선박 자동 식별 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VHF 대역인 161.975 MHz와 162.025 MHz 채널을
사용해서선박의 위치, 항로, 속력등 항해 정보를실
시간으로 제공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

기 위한 장치로서, 국제 해사 기구(IMO)에서 의무적
으로탑재하도록하고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는주위의선박을가시적으로인식할수없는경우에

도 타선의 존재와 진행 상황 판단이 가능하고, 시계
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선명․항로․속력 식별이 가

능하여선박 충돌 방지, 광역 관제, 조난선박의 수색
및 구조 활동 등 안전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1989년 3월 24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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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상 통신에서 AIS 기술을 이용하는 무선 설비

발데즈호의 기름 유출 사건 원인 중 하나로 선박 교

통 시스템(Vessel Traffic System)에서 적절한 항해 서
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

다. 이에 대해 1990년 미국 의회는 석유 오염법(Oil 
Pollution Act)을 제정해서 VTS를 의무화하도록 하였
다. 미국해안경비대는 1993년에 VHF 채널 70을이용
하는 DSC 기술을 채택한 ADSSE(Automated Depen- 
dent Surveillance Shipboard Equipment) 기술표준을개
발하여 ITU-R 권고 M.825-3로 채택시켰다. 그러나
1997년에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IMO를통해서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한 AIS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 기술은 IALA에서 기술 특성에 대한 초안이
만들어져서 ITU-R 권고 M.1371-1로 1998년도에 채
택되었다. AIS에서사용되는두채널은 1997년 WRC- 
97에서 할당되었다. IMO는 1998년도에 SOLAS 조약
개정을 통해서 국제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2002년부
터 점차적으로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였다. IEC
는 1998년도에 승인된 IMO 결의서 MSC.74(69)(AIS 

성능 표준)와 ITU-R 권고 M.1371-1(기술 표준)을 기
초로 IEC 61993-2(AIS 시험 표준)를 제정하였다. AIS 
기술은 해상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VHF 대역의 가시거리 통신
범위를 확대하고, VHF 대역 디지털 데이터 통신과
집적된 VHF Data Exchange System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ITU-R을 비롯한 국제 표준화기구에서는 VDES
의 관련 기술 및 사용 주파수 할당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2015년 11월에 개최되는 WRC-15에서
는 VDES 시스템 관련 권고 및 주파수 할당을 승인
할 예정이다.

2-2-2-1 VDES(VHF Data Exchange System)

2-2-2-1-1 VDES 개요

차세대 AIS 시스템인 VDES는 AIS 위치 보고, 안
전 관련 정보에 대한 최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ITU- 
R 관련 권고(2014년 현재 초안 작성 중)에 의해 명시
된 모든 특정 디지털 메시지 및 지정 호출을 수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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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차세대 AIS 시스템(VDES)

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VDES는 요청에 따라서 추가적인 안전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운항 중이거나
정박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운용될 수있어야 하며, 
ITU-R 권고 M.1371에명시된대로동기적방법에의
한 TDMA 기술, 액세스방식, 데이터 전송방법을 활
용해야 하며, autonomous, assigned, polled 모드를 포
함한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VDES
는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SM(Appli- 
cation Specific Message), VDE(VHF Digital Exchange), 
SAT(Satellite) 기능으로 구성된다.

AIS는 선박국, 해안국, 위성국에서 VDES의 일부
이다. AIS는 VDES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져
야 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기능은 AIS가 역으로 방
해를받지않으며, 전송스케줄이지연되지않도록구
성되어야 한다. 선박 VDES의 AIS 부분은 채널 스위
칭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ITU-R 권고 M. 
1371에 기술된 SOTDMA 기술을 사용하는 클래스A 
선박이동장비를위한요구사항에적합해야한다. 해

안국 VDES의 AIS 부분은 채널스위칭이 VDES와 접
속해서사용되지않는것을제외하고, ITU-R 권고 M. 
1371에 기술된 AIS 기지국을 위한 요구사항에 적합
해야 한다. AIS는 VDES 해안 기지국에서 모든 기능
에 대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또한 다른 모든
기능들은 AIS가 역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전송 스케
줄이지연되지않도록구성되어야한다. VDE는 VHF 
대역 데이터 교환을 위해 이미 제정된 ITU-R 권고
M.1842에 따라야 한다. VDES에서 AIS VDL 로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ASM은 ITU-R 권고 M.1371에 명
시된데이터구조에적합해야하며, AIS1과 AIS2 대신
에 ASM을 위해 할당된 두 채널(ASM1, ASM2)을 사
용할 수 있다.

2-2-2-1-2 VDE-SAT 기술 개발 동향

위성에 의한 VHF 데이터 교환 전송은 위성을 위
해 지정된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 전송 방법의 선택
은 현재의 방법과 채널 대역폭의 효율과 성능 비교

를 고려해야 한다. 지상 서비스와 협력을 위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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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DE-SAT 시스템 구성

된 위성 전력 제한과 신호 전력 레벨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권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VHF 데이터 교환 시스템 위성 부분(VDE-SAT)은 해
안 VHF 커버리지 밖의 영역으로 VDES를 확장할 수
있는효율적인방법이다. 위성통신은최소한의 무선 
스펙트럼자원을사용해서효율적으로많은선박들과 
연락하는 등 대다수의 선박들과 broadcast, multicast, 
point-to-point 모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AIS에서 위성을 이용하기 위한 ITU-R에서 연구
결과가 2006년에 보고서 M.2084와 2009년에 보고서
M.2169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산업체의
제품 개발로 연계되고 있다. 2009년 11월에 발사된
우주왕복선 STS-129의임무는국제우주정거장의콜

럼버스 모듈에 두 개의 안테나 즉, AIS VHF 안테나
와 아마추어 무선 안테나를 장착하는 것이었다. 두
안테나는 ESA(유럽 우주국)와 ARISS(국제 우주정거
장아마추어무선)팀간의협력으로건설되었다. 2010
년 5월에서 시작한 유럽 우주국은 위성 기반 AIS 모
니터링을 위한 기술 데모의 프레임에 노르웨이 국방

연구소 주관의 컨소시엄에서 Kongsberg Seatex사의
AIS 수신기를 시험하였는데, 이것이 위성 기반 AIS 
모니터링서비스를위한첫 번째시도였다. 노르웨이
는 2010년 7월에도 극위성인 AISSat-1 위성을 발사해
서 AIS 메시지 수신 시험을 수행하였다.

2008년에미국 해안 경비대는 오브컴과함께 위성
에서 AIS 메시지 수집 능력을 시험하였다. 오브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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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널링 계획(유럽/IALA 제안)

(b) 채널링 계획(유럽/IALA 제안)

(c) 채널링 계획(CANADA 제안)

[그림 6] VDES 채널링 계획

AIS 수신을 위한제2세대 위성망인 OG2(ORBCOMM 
2 Generation) 구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위성을발사
하고, 전세계오브컴의 16개지구국에다운로드할계
획이다. 캐나다는 2009년부터 SpaceQuest사와 exact 
Earth사를 통해서 Aprize Sat-3 및 Aprize Sat-4 위성을
발사해서 AIS 데이터 수신을 시험하고 있으며, 전 세
계적으로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준비를하고 있다. 
일본도 2012년도에 JAXA(우주항공 연구 개발 기구)
에서 SDS-4위성을 발사해서 AIS 메시지수신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VDES의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2-2-2-1-3 VDES 주파수 채널링 표준화 동향

2014년 5월 WP5B 회의동안에 VDES 개념에대한
3개의 채널링 계획이 검토되었다. 이 계획은 IALA, 
유럽, 캐나다에서각각기고하였다. 채널계획은 VHF 
해상 Appendix 18 채널의 동일 그룹을 사용한 점은

유사하며, 채널이 사용되는 정확한 방법에서 다르다. 
각채널은고유한가치와제한을가지고있으며, 계획
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합의되어, 이에 따라 검토 
중이다. 현재 채널 이용 현황, 기존 채널과의간섭등
을 고려해서 첫 번째 채널링이 가정 적합한 것으로

합의가 도출되어 2015년 11월에 개최되는 WRC-15에
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2-3 항해 지원용 무선 시스템

항해지원용무선시스템은무선에의해선박의항

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해상에서 자선의 위치․
방위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영국에 의해 데칸, 미국
에의해로란이고안되어운용되어왔지만, 위성항법 
장치(GPS)의 출현으로 이용이 감소되고 있거나 폐지
되고 있다. 또한 중․근거리 전파 표지로서 중파 전
파 표지가 운용되고 있으며, 선박용 레이더에서 받
을 수 있는 펄스를 보내는 Radar Marker Beacon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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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2-2-3-1 위성 항법 장치(GNSS)

GPS는 미국 국방부가 개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군사용 항해 측위 위성 NAVSTAR에서 전파를 수신
하여 측위하는 시스템으로 고도 약 20,000 km, 궤도
경사각 55도의 6개 원궤도에 4개씩 총 24개의 위성
을 사용했다. 1993년 12월 8일 미국 국방부에서 민간
이용을발표한후 사용하기시작했다. 지구상어디서
나 항상 5개 이상의 위성이 시야에 있도록 설계되어
4개의위성을선택해서시간신호를수신하여각각의 
거리를 측정한다. 4개의 위성 위치는 알고 있기 때
문에, 이 측정으로 이용자의 3차원 위치와 시간 편차
를알수있다. 이밖에러시아가운용하고있는 GLO- 
NASS와 유럽에서 2008년부터 실용화해서 운용 중인 
갈릴레오 시스템이 있다. 중국의 베이더우(Compass)
는 중국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북두항법 시스템으로 불린다. 이 시스템은 1983년부
터 개발되었으며, 두 개의 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한
Twinsat 시스템이다. 이 개념은 1989년 DFH-2/2A 통
신 위성으로 검증되고 1993년 베이더우가 공식적으
로 시작되었다. 2000년에두 개의위성이발사되었으
며, GPS, Gallileo, GLONASS 등과는 달리 전지구대
상이 아닌 일부 지역만을 서비스 범위로 한다. QZSS 
(Quasi-Zenith Satellite System)는 일본이 개발한 지역
용 GNSS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일본 지역 및 주
변, 오세아니아 일부를 커버한다. 각 위성이 일본 상
공에 8시간머무는위성 3기로 24시간을커버하고있
다. 이 시스템은 일반 모드에서 정밀도가 미국 GPS
의 10배인 1 m이며, 연구 모드에서는 정밀도가 1 cm 
정도이다.

2-2-3-2 로란-C

지상계의 무선 측위 시스템의일종으로 펄스의 도

달 시간차를 측정하여 얻은 쌍곡선의 교점에서 위치

를 구하는 쌍곡선 항법 중 하나이다. 1940년경 미국
에서상용화된 A방식(1,750∼1,950 kHz 사용: 이미시
스템은 폐지)을 개선한 것으로 100 kHz 전파를 사용
한다. 유효거리는 1,500 km(주간)∼4,000 km(야간)이
며, 측정 정밀도는 약 백 m∼수 천 m이다. 미국은
2009년 11월에 로란-C를 해상 통신에서 사용하지 않
기로결정하였다. 현재유럽에서개발중인 e-LORAN
이 로란-C를 대체하고, GNSS의 단점(재밍 등)을 보
완하기 위해서 도입될 예정이다.

2-2-3-3 중파 무선 표지(Non-Directional Radio Beacon)

중파 대역의 주파수(160∼415 kHz, 1,606.5∼1,800 
kHz)를 이용한 중, 근거리용 전파 표지로 일정한 시
간 간격으로 자국의 표지 부호 및 장음을 보내고, 선
박등에서 무선방위측정기를이용해서 해당전파를

수신하여방위를측정한다. 여러지점에서 방위 측정
하여 자선의 위치를확인할 수 있다.

2-2-3-4 RADAR Marker Beacon

선박용 레이더에서 받을 수 있는 연속 펄스를 전

송하는 무선 표지 시스템으로 9 GHz대의 선박용 레
이더화면중앙에서전파발사방향으로점선모양을 
표시하고, 발사국의위치를확인한다. 측정거리는약 
40 km이다.

2-2-3-5 선박용 레이더

선박에설치하는무선항행을위한레이더로 3 GHz, 
5 GHz, 9 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고, PPI(Plan Po- 
sition Indicator) 표시 방식에 따라 다른 선박과 육지
연안을 상대 위치로 볼 수도 있는 펄스 레이더이다. 
주파수 대역별 특징으로 3 GHz 레이더는 날씨에 영
향을 적게 받으면서 원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나, 해
상도가 낮고 9 GHz 레이더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으
나, 근거리용으로 분해능이 높다. 5 GHz 레이더는 3 
GHz와 9 GHz 범위의 중간적인 성능을 나타내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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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수가 어렵다. 그러므로 해상에서는 3 GHz와 9 
GHz 레이더를 주로 사용한다.

2-2-4 기타 통신 시스템

휴대폰은 해상 통신만을 위해 통신 영역을 확장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이용은 한정된다. 해
안․항만에서의 사용은 한정되지만, 단말기가 저렴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간편하게 사

용할 수 있어서 해상 통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 GPS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통보하는 시스템도
실용화되고 있으며, 3G 이동 통신 시스템은 외국의
휴대 전화와 로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항의 선실

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제 통신이 가능하다.
육상 TRS(Trunked Radio System) 무선은 해상 통

신만을위해통신영역을확장하는것은곤란하기때

문에 이용이 한정되지만, 1세대 아날로그 이동 통신
망과같은광역방식이기때문에상당한통신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요금이 저렴하다. 사용이 간편하
므로 소형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간편하고 신속

한 해상 통신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육상 통
신을 해상 통신으로도 이용하여 해상․육상의 원활

한 통신 체계를 구성해서 해상 통신을 고도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WiMAX, 메쉬(Mesh) 통신망, WLAN, 
위성 통신 등으로 해상에서 고속 통신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GMDSS 현대화에 포함될 대상 무선 설
비로는 문제점이 있다.

Ⅲ. 결  론

해상 통신은 전 세계 바다를 커버하는 글로벌한

통신시스템에의해서이루어진다. 이미 위성통신망
은 인마세트를 비롯한 여러 위성 시스템들이 디지털

화되었으며, 항행 장비들도 GNSS(GPS, GLONASS, 
Galileo 등) 통신망과 결합되고, 항해 차트는 전자화
(ECDIS)되어 통신망과 결합할 수 있으며, VDR은 조

난 시 위치를 발신(통신 장치)할 수 있는 float-free 저
장장치를포함하도록 2014년 7월부터의무화되었다. 
VDES는 VDE, ASM, AIS, 위성 기능을 집적한 시스
템으로 기존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인요구사항을반영한차세대 AIS 시스템이다. VDES
는 e-Navigation 개념을 지원하는데이터통신 능력과 
기술적 특성을 가지며, 구현할 때에는 반드시 DSC, 
AIS 및 음성 조난, 안전 및 호출 통신(VHF 채널 16)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ITU-R, IMO, IEC, IALA
에서발행된기술적요구사항, 권고, 가이드라인을고
려해야한다. VDES는WRC-15에서채널링계획이확
정되면관련 권고 및표준들이제, 개정되고, 이에따
른 다양한 형태의 VDE(위성 기능이 없는 VDES)가
개발되어 2017년부터 선박에 탑재될 예정이다. 또한
VDE-SAT이 발사되어 VDES가 구현되면, 실용화 가
능성을 확인하여 WRC-18에서 승인 후 상용화가 이
루어져서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상 통신에 도
입되어 e-Navigation 전략 구현 계획에 따라서 구현
되는 통신 인프라가 될 예정이다.
현재 육상 이동통신망은 고속의 유비쿼터스 환경

을제공하고 있으나, 이를해상까지확장하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상
에서 육상 통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안가

에설치된많은기지국들의출력을높여야하므로, 설
치및유지에따른경제적비용이매우크다. 또한장
거리 통신에사용되는 HF 대역은 밤과 낮, 계절별등
환경에따라통신상태가변하기때문에신뢰성있는

고속 데이터 통신이 어렵다. 신뢰성 있는 고속 통신
을하기위해서는대역폭을많이사용해야하므로최

근 ITU-R에서는 다른 통신과 주파수를 공유해서 광
대역통신을할수있는기술연구가진행중에있다. 
또한 신뢰성 있는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위성과 연계한 VHF 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상대
적으로 낙후된 연근해 해상 통신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연근해 해상 통신 설비는 경제적 측면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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