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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은 선박패스 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해

양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 선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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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빠른 구조 신호를 발신하며, 선박의 입항·출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1, 2].

선박패스 장치는 어선의 위치 등을 자동으로 발신

하는 무선 설비를 말한다[3].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

뤄지지 않음은 물론, 오작동 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오작동의 예로는 배가 파

도에 흔들거리기만 해도 어선에 설치된 V-PASS가 구

조 신호를 보내 조업에 불편을 주거나 아예 구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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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about the user terminal tagging-based
embarkation/disembarkation management system and embarkation/disembarkation
management method using this system. The system authenticates the validity of the user and
on whether to board on the ship by tagging the user's terminal which the boarding
reservation was made by using the management terminal provided in the ship. The system
identifies on whether the user disembark in the ship by tagging the user's terminal. In the
event of ship accident, it is easy to figure out the user and manage the non-contact boarding
and disembarking. Therefore, we design the embarkation/disembarka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user's terminal tagging on the terminal provided in the ship and
embarkation/disembarkation management method using this system. User terminal tagging
can solve the problem of manpower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the problem of requiring time to confirm the match between the reservation
and the passenger, and the problem of increase of the possibility on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due to face-to-fac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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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므로 사고 직후 배에 설치된 V-PASS의 조난

신고 버튼을 눌렀거나, 누르지 않았다 해도 배의 

V-PASS가 끊겼으니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였

으나, 잦은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해 선박의 신호가 

잡히지 않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아 사고

시 대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4-6].

또한 일부 선박(낚시어선 등)은 입·출항 때는 물

론 항해 시에도 선박패스 장치를 켜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끄고 원거리까지 나가 조업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사고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시점이다.

더욱이 선박에 누가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선박 탑승자의 명단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

므로 정확한 탑승자의 파악을 위해서는 탑승자 확인

을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승선자 명부를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해 입·출항 신고를 한 탓에 

실제 사고 시 승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7, 8].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단말 태깅은 이미지 기반 코

드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용 코드를 이용한 비접촉 정

보전달일 수 있으며[9] 종래기술의 문제점 중 하나인 

승하선 인원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한 문제, 예매

자와 사용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필

요로 하는 문제 및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병 전파 가

능성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선박 승선 예매가 이뤄진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을 

선박에 구비된 승하선 단말기에 태깅함으로써 사용

자의 유효 여부 및 선박 승선 여부를 인증하고, 하선

시에도 사용자 단말 태깅을 통해 사용자의 하선 여부

를 파악함으로써 선박 사고시 사용자 파악은 물론 비

접촉 승하선 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사용자 단

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승

하선 관리방법을 설계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3

장에서는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시스템

의 구성도를 설계하고, 4장에서는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방법을 설계하고,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손목 밴드형 승선권 발급 시스템 및 모바일 기반의 

안전 메뉴얼 제공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10].

<그림 1>을 살펴보면 기존의 회원 관리 시스템을 이

용하면서도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없으며 해난 사고시 

수색에 도움을 주는 손목 밴드형 승선권을 발급하는 

손목 밴드형 승선권 발급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탑승

자가 소지한 스마트 폰으로 안전 대책 메뉴얼을 푸쉬 

메시지 형식으로 제공하고, 스마트 폰의 위치 추적을 

통해 위치 정보 기반의 해난 대처가 가능한 모바일 기

반의 안전 메뉴얼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손목 밴드형 승선권 발급 시스템 및 모바일 기반의 

안전 메뉴얼 제공 시스템은 기존의 회원 관리 시스템

을 이용하면서도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없으며 해난 

사고시 수색에 도움을 주는 손목 밴드형 승선권을 발

급하는 손목 밴드형 승선권 발급 시스템에 관한 것으

로 승선과정에서 탑승자가 승선권을 발급받으면서 

탑승자 정보가 저장되고, 손목 밴드를 착용함으로써 

<그림 1> 손목 밴드형 승선권 발급 시스템 및 모바일 기반의 안전 

메뉴얼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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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선박 탑승자에 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기술은 별도의 손목 밴드를 

소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승선권 발급 단말기,

인쇄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손목 밴드 발

급과정 등에서 사용자간 접촉이 이뤄져야 하므로 비

접촉 사용자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Ⅲ.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시스템의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비접촉 승하선 관리를 용이하게 하

도록 하는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시스템

을 설계하고자 한다.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시스템은 <그

림 2>와 같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

선 관리시스템은 승하선 관리, 선박 예매 관리 및 사

용자 관리가 이뤄지는 승하선 관리 서버, 선박 예매 

기능 및 태깅에 의한 비접촉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도

록 하는 사용자 단말, 각각의 선박에 구비된 태깅용 

승하선 단말기와 선주 단말기 및 각각의 선박을 관제

하는 관제서버를 포함한다.

승하선 관리서버, 사용자 단말, 승하선 단말기, 선

주 단말기 및 관제서버는 각각 네트워크 연결되며 네

트워크는 LTE 등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한다.

사용자 단말은 선박의 예매정보를 기초로 승하선 

관리서버에서 생성되는 이미지 기반 코드 또는 근거

리 무선통신용 코드를 수신하여 태깅할 수 있도록 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 단말은 선박의 예매기능, 코드 표출기능,

예매정보 확인 기능 및 사용자 인증 기능을 더욱 수

행할 수 있다.

이미지 기반 코드는 바코드, QR 코드 등일 수 있

으며근거리 무선통신용 코드는 NFC 태그 정보, 비콘,

블루투스, RFID 태그 정보 등일 수 있다.

특히 이미지 기반 코드가 QR 코드인 바코드에 비

해 많은 사용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며, 근거리 무선통신용 코드가 NFC 태그용 코드인 

경우,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고, 암호화 기술 적용이 

가능하며, 기기간 설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전력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승하선 단말기는 선박에 구비되어 사용자 단말 태

깅에 기초하여 사용자 단말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수

신한다.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

호 등 사용자 고유번호 또는 선박 승선 티켓 예매번

호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승하선 단말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시스템의 구성도

<그림 3> 승하선 단말기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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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을 살펴보면 승하선 단말기는 이미지 기

반 코드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용 코드의 태깅 리더기 

모듈과 알람 표시장치, 인터페이스 및 제어 모듈을 

포함한다.

승하선 단말기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장치로 

이해될 수 있으며 수신된 사용자 정보를 후술하는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메시지 형

태로 승하선 관리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 암호화된 

저전력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알람 표시장치는 소리 발생 장치 또는 광 발생 장

치를 포함하며, 사용자 단말에 의한 태깅시 또는 태

깅에 의한 사용자 인증 여부 확인시 사용자 또는 선

주(또는 승하선 관리자)에게 태깅 또는 인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다.

인터페이스는 태깅 리더기 모듈과 연결되도록 하

는 스캔 모듈 인터페이스와 알람 표시장치와 연결되

도록 하는 알람 표시 인터페이스 및 후술하는 통신 

단말기와 연결되도록 하는 데이터 유선 인터페이스

를 포함한다.

제어 모듈은 태깅 리더기 모듈을 제어하는 태깅 리

더기 제어 모듈,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모듈, 사용자 정보를 

COAP 메시지 형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메시지 생성 모듈, 메시지 전송 모듈 및 알람 제어 모

듈을 포함한다.

선주 단말기는 선박에 구비되어 승하선 단말기를 

관리하고, 승하선 사용자를 파악하는 한편 선박의 운

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승하선 관리 서버 및 관

제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선박 운행 및 승하선 사용

자 전반의 관리가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선주 단말기는 승하선 관리 서버와 네트워크 연결

되어 승하선 관리 서버로부터 생성되는 승하선 사용

자 정보를 수신하고, 사용자의 승선 또는 하선 완료

시 승하선 완료 정보를 생성하여 승하선 관리 서버로 

전달한다.

통신 단말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를 살펴보면 통신 단말기는 제어 모듈, 통

신용 안테나 및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한다.

제어 모듈은 승하선 단말기 관리 모듈, COAP 스

택, 통신 모듈, 생성된 COAP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

시지 송수신 처리 모듈 및 선주 단말기와 연동하는 

선주 단말기 연동 모듈을 포함한다.

인터페이스부는 승하선 단말기와 유선 연결되는 

데이터 유선 인터페이스, 선주 단말기와 유선 연결되

는 USB 인터페이스 및 통신용 안테나와 제어 모듈을 

연결하는 안테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각각의 선박에 구비된 통신 단말기는 위치 정보를 

수신, 전달하기 위한 GPS 모듈을 더욱 구비할 수 있

으며, 관제 서버에서 선박의 위치 등을 자동으로 추

적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선박에 구비된 통신 단말기는 선주 또는 선

원 등에 의해 종료되지 않고 항상 켜진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후술하는 

승하선 관리서버에 의한 통신 단말기 관리가 더욱 이

뤄진다.

통신 단말기는 선박 운항 중 긴급상황 발생시(예,

선박의 급격한 움직임, 화재 등 발생) 이를 인지하는 

센서를 구비하여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이 이뤄지

도록 제어될 수 있으며, 구조 요청시 선박의 위치정

<그림 4> 통신 단말기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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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GPS), 승선사용자 정보 등을 관제 서버 관리자 및 

해경 담당자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승하선 관리 서버는 승하선 단말기

와 네트워크 연결되어 사용자 정보를 전달받고, 미리 

설정된 예매확인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승하선 

가능 여부를 인증하며, 승하선 가능한 사용자의 사용

자 정보에 기초하여 승하선 사용자 정보 및 운행정보

를 생성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수행한다.

예매 확인 정보는 사용자의 선박 승선 티켓 구매/

예매 등에 의해 승하선 관리 서버에서 생성되는 정보

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선주 단말기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를 살펴보면 선주 단말기는 통신 단말기

와 연결되도록 하는 USB 인터페이스 및 제어 모듈을 

포함한다.

제어 모듈은 통신 단말기와 연동되는 통신 단말기 

연동 모듈, 승하선 단말기 및 승하선 관리 서버 등으

로부터 수신되는 사용자 정보, 승하선 사용자 정보 

등을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모듈, 승선자에 관한 정

보를 표시장치를 통해 출력하는 승선자 정보 출력 모

듈, 승하선 단말기 및 통신 단말기를 제어하는 승하

선 단말기/통신 단말기 제어 모듈, 사용자 정보 등을 

저장하는 승선자 데이터 로그 DB 및 선박의 운행정

보 등 선박 운영 전반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운

영 데이터 & 로그 DB를 포함하여 이뤄진다.

또한 제어모듈은 표시장치의 터치 입력이 가능하

도록 하는 터치 동작 UI 모듈을 더욱 포함할 수 있다.

선주 단말기는 통신 단말기를 통해 선장의 해기사 

자격, 선박제원, 선박검사(합격/불합격) 여부 등 안전

관련 및 행정정보를 관제서버에 실시간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선주 단말기는 자체 구비된 통신 모듈을 포함할 수

도 있으나, 별도의 통신 모듈 없이 통신 단말기를 통

해 일원화된 외부와의 암호화된 통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 승하선 단말기는 하나의 선박에 복수

로 구성될 수 있으며, 선주 단말기와 각각 상호 유선 

연결되어 무선 네트워크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 단말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선주 단말기와 각각의 승하선 단말기는 하나의 통

신 단말기를 통해 상호 연결되며, 통신 단말기를 통

해 외부와 무선으로 네트워크 연결될 수 있다. 이러

한 통신 단말기는 각각의 승하선 단말기 및 선주 단

말기가 각각 통신모듈을 구비하지 않고도 외부와 통

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하선 단말기와 

선주 단말기가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장

원인을 감소시키며, 외부와의 통신 단일화를 통한 신

호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통신 단말기는 COAP 메시지 형태로 각각의 

승하선 단말기와 승하선 관리 서버의 사이에 암호화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승하선 관리 서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을 살펴보면 승하선 관리 서버는 승하선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사용자 정보를 미리 설정된 분

류 기준에 따라 수집, 저장하는 COAP 서버와 라돈 

수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정

보 및 사용자 정보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승하선 사용

자 정보를 선주 단말기 및 관제 서버에 제공하는 웹 

서버와, 사용자 정보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COAP 메

<그림 5> 선주 단말기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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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처리하여 예매 완료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 완

료 응답을 관제 서버와 주고 받도록 하는 RESTful 클

라이언트와, 승하선 사용자 정보 및 운행정보 등을 

생성하고 서버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 모듈을 

포함한다.

COAP 서버는 COAP 스택과 통신 단말기를 관리

하는 통신 단말기 세선 관리 모듈을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는 통신 단말기 데이터, 메시지 송수

신 데이터, 승하선 사용자 정보, 장비 운영 로그 데이

터, 선박정보 등을 저장하도록 구성된다.

웹서버는 사용자 정보 관리 모듈, 승하선 통계 처

리 모듈 및 선박 정보 관리 모듈을 포함한다.

RESTful(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클라이언

트는 RESTful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며, 데이터 수집 모듈, 메시지 처

리 모듈 및 RESTful 스택을 포함하여 예매 완료 정

보, 승선 시작 정보, 하선 시작 정보 및 운행정보를 

관제 서버로 전달할 수 있으며, 관제 서버로부터 사

용자의 승하선의 적절성을 확인, 관리하기 위한 예매 

완료 정보의 등록 완료 응답을 수신할 수 있다.

COAP 서버는 통신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서버

로서 통신 단말기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통신 단말기, 승하선 단말기 

및 선주 단말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이러한 사용자 정보는 메시지 형태로 전달되며 

COAP 서버는 COAP 메시지 형태로 통신 단말기와

의 사이에 암호화 통신을 제공한다.

실시간 인스턴트 메시징 솔루션으로서 프로토콜은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COAP, MOTT(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

등이 있으며 승하선 관리시스템은 바람직하게 COA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COAP 프로토콜은 통신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UDP 기반으로 동작하면서도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

다.

COAP 프로토콜은 메시지 타입이 확인이 가능한 

메시지(CON, Confirmable), 확인할 수 없는 메시지

(NON, Non-confirmable), 승인(ACK,

Acknowledgement), 초기화(RST, Reset)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승하선 단말기에서 수신되고 통신 단말

기로 전달된 사용자 정보를 승하선 관리 서버와 송수

신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승하선 관리 서버는 COAP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구별하여 확인이 

가능한(응답이 필요한) 메시지와 확인할 수 없는 메

시지를 구별한다. 메시지가 확인이 가능한 메시지인 

경우 통신 단말기의 고유정보(ID)를 사용하여 통신 

단말기를 식별한다.

이때 통신 단말기가 승하선 관리시스템(10)에 등록

된 통신 단말기인 경우 메시지를 분석하여 수신된 사

용자 정보가 선박 승선티켓 구매 또는 승선 예약된 

사용자인지를 파악하여 유효 여부를 파악(인증)하며,

사용자 정보가 유효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

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승하선 사용

자 정보를 생성한다.

만일 사용자 정보가 중복된 메시지에 포함된 데이

터 이거나 요청하지 않는 데이터(예, 선박 승선 티켓 

미구매자)에 해당하여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 정보를 파기하거나 해당 로그

<그림 6> 승하선 관리 서버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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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장할 수 있다.

운영 모듈은 통신 단말기를 관리하는 유닛 관리부

와 승하선 관리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

부로 이뤄진다.

유닛 관리부는 COAP 서버에서 수신되는 메시지

로부터 통신 단말기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 

단말기의 상태에 따라 통신 단말기 관리 정보를 생성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한편 통신 단말기 관

리 정보를 COAP 서버를 통해 통신 단말기로 전달하

여 통신 단말기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스템 관리부는 승하선 관리 서버를 포함한 승하

선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COAP 서버,

웹서버 및 운영 모듈과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관

리자에 의한 승하선 관리시스템 운영 설정 변경에 관

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모듈은 공지의 CPU(Central Processing Unit)

나 MCU(Micro Controller Unit) 또는 MPU(Micro

Processor Unit) 중 어느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관제 서버는 승하선 관리 서버와 네트워크 연결되

어 승하선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운행정보를 수신하

고 각각의 선박을 관제하는 것으로 공지의 선박 운행 

관제센터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Ⅳ.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방법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방법의 전체 흐

름도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을 살펴보면 승하선 관리방법은 승하선 

단말기가 사용자 단말 태깅에 기초하여 사용자 단말

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승하선 관리 

서버가 승하선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사용자 정보를 

전달받고, 미리 설정된 예매확인정보에 기초하여 사

용자의 승하선가능 여부를 인증하는 단계와 승하선 

관리 서버가 승하선가능한 사용자의 사용자 정보에 

기초하여 승하선 사용자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승

하선 관리 서버가 승하선 사용자 정보를 승하선 관리 

서버와 네트워크 연결된 선주 단말기로 전달하는 단

계 및 승하선 관리 서버가 선주 단말기로부터 생성된 

승하선 완료 정보를 수신하고, 승하선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운행정보를 생성하여 각각의 선박을 관제하

는 관제 서버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방법에서 선박 

탑승 예약 흐름도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을 살펴보면 사용자 단말을 통해 티켓 관

리 서버에서 선박 승선 티켓의 예약/구매 요청이 이

<그림 7> 승하선 관리방법의 전체 흐름도

<그림 8> 선박 탑승 예약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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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진다. 티켓 관리 서버는 예매와 관련한 사용자 정

보(예, 휴대폰 번호,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등)가 적어

도 일부 포함된 예매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승하선 관

리 서버로 전달한다.

승하선 관리 서버는 티켓 예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

하고 사용자 적법 여부를 인증하며 인증이 완료된 사

용자에 관한 예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승하선 관리 서버는 사용자의 예매정보에 기초하여 

예매 확인 정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예매 확인 정보

를 티켓 관리 서버를 통해 사용자 단말로 전달할 수 

있다.

예매 확인 정보는 사용자의 예매 정보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이미지 기반 코드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용 

코드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예매정보 및/또는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QR 코드 또는 NFC 태그일 수 있다.

선박 승선 티켓의 예약/구매 가능 시간이 종료되

거나 선박 수용 가능 인원에 의한 예약/구매가 완료

되면, 티켓 관리 서버는 각각의 사용자에 관한 예매

정보를 포함하는 예매 완료 정보를 생성하며, 이를 

승하선 관리 서버로 전달한다. 승하선 관리 서버는 

예매 완료 정보를 등록하고 RESTful API를 이용 관

제 서버로 전달한다. 관제 서버는 수신된 예매 완료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 완료 응답을 승하선 관리 서버

로 전달함으로써 선박 승선 티켓의 예약/구매 단계

가 종료된다.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방법에서 사용

자의 승선 관리에 관한 흐름도는 <그림 9>와 같다.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방법에서 사용

자의 하선 관리에 관한 흐름도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9>와 <그림 10>을 살펴보면 승하선 관리방

법은 <그림 9>의 승선 관리방법과 <그림 10>의 하선 

관리방법으로 이뤄진다.

승하선 사용자 정보는 각각 승선 사용자 정보와 하

선 사용자 정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승하선 완료 정

보는 각각 승선 완료 정보와 하선 완료 정보로 분류

될 수 있다.

승하선 가능 여부 인증은 사용자의 승선시에는 승

선 가능 여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박 승

선 티켓을 구매 또는 예매한 경우 이를 기초로 생성

된 예매확인정보와 태깅에 의해 수집된 사용자 정보

의 상호 비교를 통해 이뤄진다.

승하선 가능 여부 인증은 사용자의 하선시에는 승

선 완료 정보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와 사용자 단말 

태깅에 의해 수집된 사용자 정보의 상호 비교를 통해 

이뤄진다.

<그림 9>와 같이 승선 관리방법은 우선 선주 단말

기에서 승하선 단말기 및 승하선 관리 서버로 승선 

대기모드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

승하선 단말기에는 사용자 단말로부터 승선 태깅

이 이뤄질 준비가 되었다는 태깅 대기 모드가 설정되

<그림 9> 사용자의 승선 관리에 관한 흐름도

<그림 10> 사용자의 하선 관리에 관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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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승하선 관리 서버는 수신된 승선 대기 모드 정보

에 따라 관제 서버로 승선 시작 정보를 전달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사용자들에 의한 사용자 단말의 

승선 태깅에 의해 각각의 사용자의 사용자 정보가 승

하선 단말기로 전달되며 올바른 사용자인지(예, 사용

자의 실존 유무) 유효 데이터 검증이 이뤄지면, 해당 

사용자 정보가 유선연결된 선주 단말기로 전달되며,

통신 단말기를 통해 네트워크 연결된 승하선 관리 서

버로 전달된다.

승하선 관리 서버는 승선 태깅이 이뤄지기 전후에 

사용자들에 의한 예매 완료 정보를 선주 단말기로 전

달할 수 있으며, 선주 단말기에서 간단한 사전 인증

이 이뤄질 수도 있다.

승하선 관리 서버는 COAP 서버를 통해 사용자 정

보 메시지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며 승하선 관리 서

버에 저장된 예매 완료 정보와의 비교, 판단을 통해 

적법한 승선자인지의 인증을 수행하고 승선 사용자 

정보를 생성한다.

이러한 승선 사용자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고, 등록 완료 즉 승선 사용자 정보로 저장되었음

을 확인하는 등록 완료 응답이 선주 단말기로 전달된

다.

이 경우 선주 단말기로 저장된 정보에 기초하여 승

하선 단말기에 구비된 알람 표시장치에서 알람음 및/

또는 LED 표시등의 켜짐 등을 통해 승선 완료 표시

가 이뤄질 수 있다.

사용자 정보가 승하선 단말기에서 선주 단말기 및

/또는 승하선 관리서버로 전달될 때에도 승하선 단

말기에 구비된 알람 표시장치에서 정보 수신 및 전달

에 따른 알람 표시가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승하

선 단말기에서 유효 데이터로 검증될 때 주황색, 승

하선 관리서버에서 승선 사용자로서 인증이 되는 경

우 초록색, 선박 승선 티켓 구매자/예매자가 아니거

나 유효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 붉은색으로 LED가 표

시될 수도 있다.

모든 사용자들의 사용자 단말 태깅 및 승선 사용자 

정보 생성이 완료되면 선주 단말기에서 승선 완료 정

보가 생성되며, 생성된 승선 완료 정보를 승하선 관

리서버로 전달한다. 승하선 관리 서버는 승선 완료 

정보에 기초하여 승선 사용자 정보와 선박의 운행 관

련 정보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관제 서

버로 전달한다.

예를 들어 <그림 7>의 5 단계의 운행정보는 승하

선 완료 정보가 사용자의 승선이 완료된 상태에 관한 

정보인 경우 해당 선박의 선박 정보, 운행 예정 시간 

정보 및 운행 예정 경로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운행 예정 정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10>과 같이 하선 관리방법은 선박 운행이 

종료된 상태(또는 일정 시간 전)에서 우선 선주 단말

기에서 승하선 단말기 및 승하선 관리 서버로 하선 

대기 모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작되고, <그림 9>

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비접촉 승하선 관리를 용이하게 하

도록 하는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시스템

을 승하선 태그 리더기를 개발하고, 승객 인원 관리 

웹으로 구현하였다.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시스템의 승하

선 태그 리더기 구현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에서 살펴보면 승하선 태그 리더기로 

QR 코드와 NFC 카드를 스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시스템의 승객 

인원 관리 웹의 구현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1> 승하선 태그 리더기의 QR 코드와 NFC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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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에서 살펴보면 운항전-설정, 출항신고,

입항신고, 탑승자 예약 현황, NFC 태그, QR 코드 태

그, 등록된 승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기존의 승하선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없으며 해난 사고시 수색에 도움을 

주는 손목 밴드형 승선권을 발급하는 손목 밴드형 승

선권 발급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승선 과정에서 탑승

자가 승선권을 발급받으면서 탑승자 정보가 저장되

고, 손목 밴드를 착용함으로써 자동으로 선박 탑승자

에 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기술은 별도의 손목 밴드를 소

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승선권 발급 단말기,

인쇄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손목 밴드 발

급과정 등에서 사용자간 접촉이 이뤄져야 하므로 비

접촉 사용자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기술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박 승선 예매가 이뤄진 사용자

의 사용자 단말을 선박에 구비된 승하선 단말기에 태

깅함으로써 사용자의 유효 여부 및 선박 승선 여부를 

인증하고, 하선시에도 사용자 단말 태깅을 통해 사용

자의 하선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선박 사고시 사용자 

파악은 물론 비접촉 승하선 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사용자 단말 태깅 기반 승하선 관리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승하선 관리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단말 태깅은 이미지 기반 코

드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용 코드를 이용한 비접촉 정

보전달일 수 있으며 종래기술의 문제점 중 하나인 승

하선 인원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한 문제, 예매자

와 사용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필요

로 하는 문제 및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병 전파 가능

성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입출항 정보 및 운행관련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승하선 관리를 위한 장치 및 시설

의 추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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