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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형 선박에 합한 가의 VDR(Voyage Data Recorder)시스템을 설계하고, 해양 항법시

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해 해양 항법시스템과 VDR이 시리얼 통신 혹은 이더넷 기반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

여 VDR에 연계된 항해통신 장비  센서 등의 데이터들을 항법시스템에 장  출력할 수 있도록 구 하고

자 한다. 한, 육상에서 VDR의 기능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차량 치, 상, 음성

장)와 같이 VDR 고유 기능을 통한 정확한 해난 사고 원인 분석이 가능하게 소형선박에도 확  용하고자 

소형‧경량화로 설계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ign a chief VDR(Voyage Data Recorder) system which is appropriate to small and medium sized vessels 

and also implement the data about marine communication devices, sensors, etc. to be stored or printed at the navigator when those 

data are connected to VDR through data communication between marine navigation and VDR which are based on serial 

communication or internet in order to prove efficiency of the marine navigator. Also, the design of VDR is intended to be small 

and light in order to expand to apply it to small and medium vessels, which enables to analyze causes of marine accidents 

precisely through its characteristic functions which are the same as those at “vehicle mounted black-box” (location of the car, image 

and voice storage) by which the same roles are played o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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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박의 증가와 고속화  형화 추세에 따라 해난

사고의 험성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의 피

해가 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03년 7월 1일 

이 에 건조되어 국제항행업무에 종사하는 존 화물

선은 아래의 조건하에 SOLAS 개정  V/20.2에 의거 

VDR을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 다.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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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선 : 2002년 7월 1일 발효된 SOLAS(Safety 

of Life of Sea:해상인명안 조약)의 련 규정에 의

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3천 톤  이상의 

모든 신조선박에 VDR 탑재 의무화 하 다.

- 기존선 : 2004년 12월 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 제 79차 MSC(Maritime Safety Committee : 해

사 안 원회)회의에서 2002년 7월 1일 이 에 건조

된 선박에 해 2만 톤  이상의 선박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7월 1일까지 의무 장착해야 하며 3천 

톤  이상의 선박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7월 

1일 까지 설치해야 한다[1].

와 같은 규약에 따라 재 형선에서는 VDR 

설치  운용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선박 사고 발생 

시 VDR에 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상황, 사

고 원인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국제 약에 따른 용

상은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t 이상 화물선에만 

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소형 선박의 경우 이러한 규약에 용되지 

않기에 선박 사고 발생 시 자료 부족으로 인해 사고분

석, 책임 소재 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세월

호 참사로 인해 사고 재   사고 상황의 정확한 

단에 문제 이 야기되면서, 소형 선박  여객선 

VDR 탑재 의무 장착될 가능성이 두되고 있다[1].

재 VDR의 기능  성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형 선박이 있어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설치  운

용에 어려움이 있다. 설치가격은 선박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내제품의 경우 약 2500만~3100

만원, 일본제품의 경우 약 600만원이다[2].

본 논문에서는 육상의 “차량용 블랙박스”(차량 

치, 상, 음성 장)와 같이 선박용 가의 VDR시스

템을 구 하여 VDR 고유 기능인 치 정보, 속도 

장, AIS 정보 장, Radar 정보 장, 항해자 음성 정

보 장과 같은 데이터를 장 후 활용 하여 정확한 

해난 사고 원인 분석이 가능하게 소형선박에도 확

 용하고자 하 다[3].

Ⅱ. 항해자료기록장치(VDR)

VDR은 국제 기기술 원회(IEC : International Ele-

ctrotechnical Committee-61996)에 의거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운항정보, 음성정보, 이더 상정보 

 각종 경고자료 등을 획득하여 장, 변환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선박

의 정상운항에 한 최 항로 설정, 평가뿐만 아니라 

조난, 충돌과 같은 해난사고 발생 시 선박  상 선박

에 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후 책수립에 유용한 시

스템이다. VDR 시스템은 주제어장치, 신호변환장치, 

상  오디오처리장치 등 여러 구성품을 포함하고 있

으며 이 에서 가장 요한 구성품은 주제어장치이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최종기록매체, 원격경보장치, 마

이크로폰 같은 주변장치도 이에 포함된다. VDR은 주장

치를 포함하여 연결되어야 하는 모든 장치와 연동장비

의 정보를 편집하고 엔코딩한다[4], [7-8].

VDR은 사고 후의 상을 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고 시 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 의 상을 

기억하기 해서는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을 지

속 으로 주기억장치(RAM)  SD 장 장치에 장

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RAM에 기억하고 있는 

상과, 이후에 입력되는 일정량의 상을 보조 기억 

장치에 장하여 사고 분석에 이용하게 된다[5].

2.1. 구성  기능

선박용 VDR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수집의 주 연산장치와 최종기억매체를 포함하는 캡슐

이 기본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주 연산장치는 많은 

센서정보를 받아들이기 한 단자반 인터페이스, 신호

변환기 등을 포함하는 선내상설의 장치이다. 최종기억

매체를 포함하는 캡슐은 부양형과 선체 고정형  어

느 것도 기 에 부합되면 좋다고 되어 있다.

한, VDR로서 형식승인검사의 검사 상에는 없지

만, 데이터 재생장치가 요구된다[6].

그림 1. 선박용 VDR의 구성
Fig. 1 Marine VDR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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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항해기록장치(VDR)시스템 구

3.1. 제안한 VDR의 구성  기능

제안한 VDR 회로는 마이크로 로세서 기반(ST 

계열)으로 NMEA2000/0183 등의 선박 표  규격한 

인터페이스 맞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각종 

센서 정보의 데이터의 장  리 기능을 가진다.

그림 2. VDR 구성  기능도
Fig. 2 VDR configuration and features

3.2. MCU의 선정(ARM-Cortex-M4)  설계

MCU는 체시스템의 센서를 제어하는 부분으로서 

류, 속도  입출력 제어 등을 담당한다. 이를 해 

그림 3. MCU 회로 설계
Fig. 3 MCU circuit design

각종 입력 신호  측정신호를 바탕으로 많은 연산을 수

행해야 하며 이는 부분 삼각함수 등과 같은 부동소수

 연산이다. 따라서 부동소수  연산기능으로 고속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마이크로 로세서가 선호되며 본 

논문에서는 ST Microelectronics사의 Cortex-M4 코어를 

내장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 다. 

3.3. Memory  주변회로 설계

휴 폰, MP3, 디지털 카메라, PMP 등 배터리를 사

용하는 휴 용 기기들은 내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의 고속 동작과 낮은 력소모를 요구하고 있

다. SRAM은 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다른 메모리에 

비해 휴 용기기에 많이 쓰이고 있으며, SRAM의 동

작속도가 체 시스템의 동작속도에 큰 향을 미친

다. 이에 따라 체 시스템에서 고속 동작과 력을 

구 하기 한 SRAM 메모리를 설계하 으며, 외부

의 데이터를 읽고 임시 으로 데이터를 장하고 

FIFO방식으로 데이터를 삭제  장하기 한 기능

을 구 하 다.

그림 4. SRAM  NAND 회로 설계
Fig. 4 SRAM and NAND circuit design

그림 5. 원부 회로 설계
Fig. 5 Power supply circuit design



JKIECS, vol. 10, no. 3, 341-348, 2015

344

원부는 AC220V 원을 Adapter를 사용하여 +9V 

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며 DC-DC Converter를 사

용하여 +5V  +3.3V 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VDR의 주요 기능  외부 음성의 장  재생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Audio 회로를 설계하여 실시

간으로 빠르게 음성을 SD카드 혹은 SRAM 메모리에 

장하고, 장된 음성을 빠르게 재생할 수 있도록 칩 

선정  기능을 구 하 다.

Audio 회로는 Audio 보드의 원을 리하는 원

부(BQ24023, TPS61032), 입력 단자로부터 입력을 받

아 처리하는 변환부(PCM2902), 변환된 데이터를 증

폭  처리하는 증폭부(TPA2008D2)로 구성되어 있

다. USB와 AC Adapter를 통하여 배터리를 충 하며, 

배터리의 력을 일정한 력으로 승압하여 안정된 

력을 공 할 수 있도록 하고, USB와 Stereo 단자를 

통하여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증폭하여 스피커에 송하여 입력된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오디오 제어회로는 피드포워드 컨트롤러 형식으로 

외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목표치를 미리 측하여 

처리한다. NMOS 스 치와 입력되는 압을 귤

이터를 통해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실 이

터의 듀티 사이클의 듀티비와 압의 오류를 수정한

다. 피드백을 통하여 입력된 압은 내부의 기  압

과 비교하여 오차를 정하며, 한 NMOS 스 치를 

통한 피크 류(Peak current)는 외부에 연결된 인덕터

를 통한 최  류를 제한한다. 한 내부의 온도 센

서를 이용하여 소비 력에 하여 과열 상을 방지

하 다.

그림 6. Audio, camera  CAN 회로 설계
Fig. 6 Audio, camera, and CAN circuit design

SD Card의 처리 속도의 향상 요인  하드웨어를 

포함한 일반 인 요인들로 로세서의 성능, 메모리의 

용량, SD Card를 제어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효

율성, OS의 메모리 리, 일 시스템의 효율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그림 7. JTAG, SD card  USB 인터페이스 회로 
설계

Fig. 7 JTAG, SD card and USB interface circuit design

Ethernet 회로는 향후 해양 항법시스템과 연동 테

스트  연계하는 것을 빠른 속도로 송하기 해 

Ethernet 모듈을 사용하여 송하도록 구 하 다.

그림 8. Ethernet 회로 설계
Fig. 8 Ethernet circuit design

NMEA(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를 이용하여 직렬통신(한 번에 한 비트씩 송)을 학

호 선으로 연결된 1:1 통신을 하기 해 구 한 회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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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RS232/485 회로 설계
Fig. 9 RS232/485 circuit design

3.4. PCB Artwork  제작

제작된 PCB Artwork는 다음과 같다.

- PCB 재질  구조 : FR-4, 1.0t, 양면PCB 

(4-layer), 1oz

- PCB 사이즈 : 150mm x 100mm

그림 10. 제작된 VDR PCB artwork  H/W 시스템
Fig. 10 Produced VDR PCB artwork and H / W 

system

Ⅳ. 실험  검토

4.1. VDR 데이터 로토콜 정보 송 테스트 

Program

선박 내의 센서  장비들의 NMEA2000 / NMEA 

0183 기반의 데이터를 정해진 국제 규격에 의거하여 

정보의 송 여부를 확인하는 로그램으로, GUI 

로그램에 연계하 다.

그림 11. 데이터 로토콜 정보 송 테스트 Program
Fig. 11 Testing program data transfer protocol 

information

4.2. 선박 엔진 모니터링을 한 엔진센서 단  

테스트

LEINE & LINDE사의 조 하에 단  테스트를 

진행하 으며, 주요 엔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하 으

며, PT & PV diagram, Balance Plot  엔진의 성능 

계산된 값을 디스 이 하 다.

한, 세계 최 의 엔진 회사인 Man B&W사 모델

에 근거한 로그램을 구 하 다.

그림 12. 단 테스트 구성도
Fig. 12 Unit test configuration

그림 13. 테스트 결과(PT diagram)
Fig. 13 Test results(P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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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테스트 결과(balance plot & calculate value)
Fig. 14 Test results(balance plot & calculate value)

4.3. 신뢰성 테스트

VDR이 장, 운송, 운용  경험하게 될 각종 선

박운 환경에 정상 으로 동작하는가를 테스트하기 

해 IACS E10 시험규격에 맞춰 온시험, 고온시험, 

온습도시험을 진행하 으며 시험조건은 표 1과 같다.

Low-temperature test High-temperature test

Temperatur

e[℃]

Maintenance

[minute]

Temperatu

re[℃]

Maintenance

[minute]

~25 Max ~ 55 -

25 30 55 → 70 10

25 → 55 30 70 600

25 60 70 → 25 25

- - 25 30

Temperature and humidity test

Temperature[℃]
State humidity

[% R.H]

Maintenance

[minute]

~25 0 Max

25 0 30

25 → 55 0 10

55 95 600

표 1. 시험조건( 련규격 : IACS E 10)
Table 1. Try omen conditions

(related specifications : IACS E10)

그림 15. 시험 결과
Fig. 15 Test result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 항법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해 해양 항법시스템과 VDR이 시리얼 통신 혹은 이

더넷 기반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여 VDR에 연계된 항

해통신 장비  센서 등의 데이터들을 항법시스템에 

장  출력할 수 있도록 하 으며, VDR의 기능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이 

소형선박에도 확  용하고자 소형‧경량화 설계하

다. 구 된 VDR은 IACS-E10 시험규격에 따른 테

스트 결과 규격에 따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 으며, 내

환경시험에 한 시험환경에 이상 없이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해양 항법시스템  각종 센서들과의 실선을 

통한 반복 인 실험을 통해 수정‧보완하고 VDR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인 실용화 연구를 한

다면 VDR 시스템 보 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

된다. 한, 지속 으로 발생하는 해난사고로 인한 인

명  경제  손실을 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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