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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소형 선박의 비상재난 발생 시 외부 VHF 장비와 연동하여 재난 상황을 자동으로 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 소형 선박용 재난자동속보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재난자동속보장치는 소형 선박의 재난 발생을 방지 또는 신속 대응
하기 위한 시스템인 소형 선박재난분석시스템의 일부 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선박재난분석시스템으로부터 재난 인지
신호와 GPS 위치 정보를 입력 받는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위치 정보를 구조 요청의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외부 VHF
장비를 통해 송출한다. VHF 장비와 재난자동속보장치가 물에 잠기기 전까지 계속적인 음성 구조 신호를 송출할 수 있
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소형선박에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재난상황의 대응과 인명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
대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 have developed an automatic distress notification system (ADNS) working with an external VHF device
in small ship. The proposed system is as part of a small ship disaster analysis system which can detect and quickly
respond to the small ship disaster. The automatic notification system receives the location information signal from the
disaster analysis system, and the signal will be converted into voice signal to broadcast of the accident position through
external VHF device. It will be sending a distress message as form of voice information through VHF device until sink-
ing under the water. Through this research, I expect we'll be make a quick response and prevent a terrible loss of hum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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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토해양부의 “2009년 해양사고 분석보고서 통계”

에 따르면 2005년 이후로 약 10 %의 감소세를 보이던 해

양사고가 2009년 어선사고의 급격한 증가로 전체 해양사

고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반면 비 어선사고는 2006년

이후로 매년 약 10 %의 감소추세를 보였다(1). 사고의 유형

별로는 기관손상과 충돌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외에 안전·운항저해, 좌초, 화재·폭발, 침몰, 인명사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대비 기관손상 33.9 %(64

건), 안전·운항저해 56.6 %(60건) 증가하였고, 증가한 사

고가 소형 어선의 경미한 사고로 분석되었다(1).

전체 사고 중 20톤 미만 선박이 35.2 %, 20톤~100톤 미

만선박이 38.3 %를 차지해 100톤 미만 선박에서만 73.5 %

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선이 20톤 미만의 선박

사고 중에서는 95.9 %를, 20~100톤 미만의 선박사고 중에

서는 89.8 % 차지하고 있다(2,3). 또한 어선 해양사고가 전

체 해양사고의 대부분(71.3 %)을 차지하여 어선에서 전체

사고를 주도하고, 다음으로 화물선, 예부선, 유조선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

전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의 노력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예방 기기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4).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의 재난발생을 방지 또는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인 소형선박 재난분석 시스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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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상재난 발생 시 외부

VHF 장비와 연동하여 재난 상황을 자동으로 속보하여 주

는 장치인 재난자동속보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재난자동

속보장치는 외부로부터 RS232, RS485, CAN 등의 통신신

호로 전송되는 재난 인지 신호와 GPS 위치 정보 입력받고

있다가 비상상황발생 시 현재 위치와 상태정보를 조합하

여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구조요청을 위해 외부 VHF 주

무선장비에 음성을 송출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의 이

용으로 해양 조업 중에 위급상황이 발생하고 작업자가 무

전기기에 접근하여 위급 상황과 위치정보를 차분히 송출

하지 못할 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로서 VHF 장비와

재난자동속보장치가 물에 잠기기 전까지 계속적인 음성구

조신호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소

형선박에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재난상황의 대응과 인

명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선박 VHF 무선 시스템

2.1 마린 VHF 무전시스템

마린 VHF 무전 시스템은 대형선박 및 대부분의 원양항

해의 작은 배에 설치되어 있으며, 조난신호 발신 서비스,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타 선박과의 교신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 운용되는 VHF 주파수는 156

MHz에서 174 MHz 사이이다. 영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

로 충돌회피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 정의

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린 VHF 무전시스템의

주파수 채널 정의는 2가지만 되어 있는 실정이다. Channel

16(156.8 MHz)은 국제적 표준 호출요구 및 재난 채널이다.

Channel 9는 일부 지역에서 보조 호출요구 및 재난 채널

로 사용하고 있다. 송신 파워는 1 W에서 25 W 사이이며

탁 트인 해상에서는 60마일(111 km), 장애물이 중간에 있

는 경우는 5마일(9 km)의 통신 가능거리를 갖는다. 좋은

음질 및 넓은 통신거리를 갖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수직으

로 잘 설치되어야 한다.

마린 VHF 무전시스템에는 송수신의 기본적인 기능 이

외에도 선원들에게 매우 필수적인 기능들을 몇 가지 추가

되어 있다. 그 중 하나로써 “Digital Selective Calling”

(DSC)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버튼 하나로 다른 보트, 선

박 및 해양관리국에 경보를 하는 것이다. 더욱 비싼 무전

기는 보다 확장된 DSC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위치 폴링

과 다중 그룹 호출기능 및 선박 상호간의 교신을 위한 지

원 기능 등이 있다. 하지만 DSC 신호는 디지털 코드 방식

을 사용하여 일반음성 신호로는 청취가 불가하고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별도의 특수 인식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무전 시스템은 조업현황, 어가시세, 기상정보, 어

황 등을 통보받아 조업정보로 활용하고 선박상호간 의사

소통은 물론 갑자기 인명과 재산 손실이 직결되는 해난 사

고를 당하였을 때에도 무전기를 통하여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05년에 선박안전법을 개정하여

낚시어선 등에 대하여 2006년 말까지 VHF 무전기를 설치

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5톤 이상의 어선에

VHF 무선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선의 VHF 통신

을 위한 육상통신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어선의

VHF 무선설비 설치에 따라 VHF 통신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6,7).

2.2 선박 조난 신호 발신 장치

소형선박에서의 조난신호 발신 장치로서 VHF, MF/HF,

EPIRB 등 다양한 무선통신기기들이 이용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VHF 무선통신기기는 통신거리가

길다는 장점으로 MF/HF에 비해 어선 등 소형선박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EPIRB는 최신의 기술로써 위성을

통해 조난신호를 수신하여 대응하는 간편한 기기로 각광

을 받고 있다. 하지만 EPIRB의 빈번한 오보작동 및 비경

보 등 동작에 대한 신뢰성부분에서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

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어선에 장착되어 있는

VHF 기기에 구조요청과 재난발생 시 위치의 음성정보를

실어 송출하는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한다.

3.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는

국내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어선에 설치된

VHF 무전기를 통해 비상 재난 시 현재 GPS 위치정보와

함께 구조요청 음성을 송신하는 시스템이다.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는 배가 침몰하거나 화재발생 혹

은 침입 등과 같이 비상상황으로 VHF 무전기까지 이동하

여 마이크 조작을 통한 재난 상태를 전송하기 어려운 경우

에 자동적으로 VHF 무전기를 작동하여 신속하게 마이크

를 통해 재난신호와 함께 관련 위치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설비이다.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는 메인 선박재난관리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비상 신호를 받아 음성정보로 변환하여 VHF 무

Figure 1. Distress signal calling device for small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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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마이크를 제어하여 자동으로 재난상태를 전파한다.

3.1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

Figure 4에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에 대한 블록도를 나타

내었다.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는 크게 통신을 통한 위치정

보입력부와 재난발생여부 확인 환경 센서 정보를 처리하

는 입력부와 재난발생 시 음성출력을 송출하는 음성출력

부, 회선 제어부, 음성파일을 저장하는 대용량 파일 저장

부 그리고 전원부로 이루어져 있다.

동작흐름은 환경 센서를 통해 재난 발생 유무를 판단하

며, 재난 발생으로 인지되면 메인 선박재난관리시스템으로

부터 전송된 선박위치정보를 음성정보로 변환한다. 변환된

음성정보는 마이크 잭이나 이어폰 잭을 통해 VHF 통신

장비를 제어하여 외부로 전파된다.

메인 선박재난관리시스템과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간의

주요 정보 전달 방법은 485 통신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전송 정보 설정 및 전송 상태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설정하였다. 통신 내용은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구조의 패킷 형태를 사용한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

과 같이 통신은 확장성을 고려하여 1 : n의 통신 구조를

갖는다.

3.2 음성 출력 시스템

MP3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카드와 MP3 전용 IC

를 사용하여 음성정보를 제작 및 출력하는 시스템을 설계

개발 하였다. MP3 파일은 용량이 커서 MCU의 플래시 메

모리에 프로그램과 같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SD(Secure

Digital) 카드와 같은 메모리 카드를 이용하여야 한다.

Figure 4. Block diagram of ADNS.

Figure 2. Interface between small ship disaster analysis sys-
tem and  ADNS.

Figure 3. Distress message processing flow.

Table 1. Communication Specification

Parameter Specification ETC

Method RS-485  

Baudrate 9,600 bps  

Control Asynchronous  

Duplex Half duplex system  

Data ASCII (8 bit)  

Parity check None  

Table 2. Message Structure (main→ADNS)

 Header Dev Command Type Data Tale BCC

FRAME ENQ 01 W EM N value and E value form GPGGA EOT **

ASCII H05 “01” “W” “EM” “35.16386446, 126.92693096” H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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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의 동작은 조난 신호 요청음성과 좌표 정보

를 말할 수 있는 음성들을 wav 파일로 제작하여 SD card

에 저장하여 놓고 원하는 파일을 연속적으로 찾아 좌표를

발하는 시스템이다. 신호처리 과정을 파란색 실선으로 나

타내었다.

시스템의 동작 과정은

1) 메인 선박재난관리시스템으로부터 직렬통신으로 재

난 발생 정보 수신

2) 재난 발생 GPS 좌표정보 추출

3) 무선장치의 마이크 잭 버튼 동작(송신 모드)

4) 헤더파일 “help me.wav” SD card에서 찾아 Speaker

로 전송

5) 좌표정보의 .wav파일 순차적 검색 및 전송
(ex: "1234.56,1234.56" =>

"1.wav","2.wav","3.wav","4.wav","dot.wav","5.wav","6.

wav", "comma.wav","1.wav", ....)

본 연구에서는 오디오코덱 칩인 VS1033을 MP3 전용 IC

로 사용하였다. VS1033은 MP3, AAC, WMV, MIDI 오디오

디코더와 ADPCM 인코더 기능을 갖는 싱글칩이며, 마이크

로프로세서와의 연결은 SPI 직렬통신방식을 사용한다. 전원

은 +3.3 V와 +2.5 V를 사용한다. 스테레오 출력을 한다.

VS1033은 SPI 직렬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프로

세서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마이크로프로세서가 VS1033

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xDCS핀을 사용하며, 제

어명령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xCS핀을 사용한다.

3.3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 제작

VS1033을 이용한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는 Figure 6에

Figure 5. Block diagram of voice output system using wav
file.

Table 3. Message Structure (ADNS→main)

 Header Dev Command Type Tale BCC

FRAME ACK 01 W EM ETX **

ASCII H06 “01” “W” “EM” H03 **

Figure 6. Circuit Diagram of the ADNS.

Figure 7. PCB of the ADNS.

Figure 8. Picture of the A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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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ATmega128, VS1033, RS485,

SD card, 외부입출력 그리고 전원부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개발되었다.

* 개발 언어 : C 언어
* Compiler : IAR 4.12

* Download Program : AVR studio 

* JTAG Tool : AVR JTAG

4. 실험 및 고찰

개발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해 두 가지의 실험을 수행하

였다. 첫 번째 실험은 재난속보장치의 음성 정보 변환 및

송출 성능평가로써, 입력부로부터 통신을 통해 입력된 재

난발생신호와 재난 위치 정보를 음성 신호로 전환되어

VHF 무선기기에 잘 전달되는가를 확인하는 음성재생 기

능평가이다.

RS485 통신 포트를 통해 위치 정보와 재난발생 신호를

입력하였다. 입력된 정보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399-6 위치인 35.16386446, 126.92693096이 입력되었다.

그 결과 음성신호로써 “help me three five dot one six
three eight six four four six comma one two six dot nine

two six nine three zero nine six”의 내용이 출력되었다.

Figure 9에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음성파

형을 나타내었다. 1회분의 출력을 수행하는데 약 20초가

소요되었으며, 출력작업은 동작 불능 또는 정상상태 복귀

신호가 전달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전원이 끊기지 않고 공급이 된다면 음성

조난신호를 분당 3회 정도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무전기와 연동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재난자

동속보장치에 의해 변환된 음성정보는 마이크 잭이나 이

어폰 잭을 통해 VHF 통신 장비를 제어하여 외부로 전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음성 교신 중 재난 발

생 신호를 입력하면 음성 교신 회선을 차단하고 비상재난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송신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차단

여부를 10회에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비상재난 메시지가 마이크로부터 입력된 일반 음성 보다

우선적으로 전파됨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비상재난속보장치는 구조요청과 위치 정보를

일반 음성 교신보다 우선적으로 VHF 무전기에 전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상재난 발생 시 외부 VHF 장비와 연동

하여 재난 상황을 자동으로 속보하여 주는 장치인 재난자

동속보장치를 개발하였다. 비상재난자동속보장치는 메인

선박재난관리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비상 신호를 받아 음성

정보로 변환하여 VHF 무전기의 마이크를 제어하여 자동으

로 재난상태를 주위 인근 선박으로 전파되도록 한다.

개발한 제품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27 byte

의 위치 정보를 송출하는데 약 20초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전복되어 가라앉기까지 약 5분 정도가 소요될 때 약 15회

까지 구조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장

치의 이용으로 해양조업 중에 위급상황이 발생하고 작업

자가 무전기기에 접근하여 위급 상황과 위치정보를 차분

히 송출하지 못할 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로써 본 연

구를 통해 소형선박에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재난상황

의 대응과 인명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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