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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형 크루즈와 같은 사람이 많이 승선하는 여객선이 침몰하거나 화재와 같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기관에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 시스템을 제안한다. 선박 내부에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비콘을 설치하고 승객이 휴대한 단말기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의 위치와 상태를 파
악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서버에서 구조기관에 승객의 정보를 전송하며 승객에게는 위급상
황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한다. 설계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특정 지역에 반 이상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서버에서 즉시 판단하여 모든 단말에 알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 선박의 위치를 
알린다거나 단순히 승객의 선박 내 위치를 파악하는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으로 사고를 탐지하고 모든 
단말기로 알려주는 본 시스템은 승객의 신속한 피난과 구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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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n emergency rescue support communication system to quickly rescue passenger ships, 
such as large cruise ships, when a ship sinks or a disaster such as a fire occurs. A beacon is installed 
in the inside of the vessel, and the position and the status of the passenger are detected in real time 
through the Bluetooth communication in the mobile terminal carried by the passenger and transmitted 
to the server. When an emergency occurs, the server sends information on the passenger to the rescue 
agency, informs the passenger of the emergency, and guides evacuation. As a result of simulations 
using the designed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the server immediately notifies all terminals when 
an emergency occurred in more than half of the area. This system, which detects the accident in real 
time and notifies all terminals in the vessel, unlike the existing system that notifies the position of the 
accident vessel or simply the position of the passenger in the vessel, will be helpful for the rapid 
evacuation and rescue of the pa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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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구의 육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밖에 되지 않는
다. 또한 우리나라의 면적은 세계 109번째로 넓은 나라
가 아니다. 육지 개발은 점점 한계가 생기고 더 개발할 
곳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넓고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해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함
에 따라 인류는 편의와 오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
고 점차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에서는 크루즈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크루즈 산업은 연간 1조원의 경제개발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전망되며 
세계 관광 기구에서는 크루즈 상품을 21C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크루즈 산업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양은 육지보다 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1]. 또한 크루즈는 많은 사람
이 승선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 예로 1912.04.14 타이타닉호 침몰사
건, 1953.01.09 창경호 침몰사건, 1970.12.15 남영호 
침몰 사건, 2014.04.16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다[2]. 침
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신
속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물에 빠진 승객을 구하는 방법은 잠수부의 잠수만
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잠수부들이 승객
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해서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잠수부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하지만 승객의 위치
를 미리 알고 구조작업을 하게 된다면 잠수부들의 동선
을 줄일 수 있고 그로인해 더 많은 인원을 구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승객
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구조작업에서 정말 중
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연구로는 ‘비상재난 발생 시 외부 VHF 장비와 
연동하는 소형선박용 재난자동 속보장치’, ‘모바일 위치
기반 재난발생시 음성인식 알림 시스템’, ‘선박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선교운용 단말장치 및 경보시스템’, 
‘Beacon을 활용한 선박 탑승자 위치확인 시스템’이 있
다. 비상재난 발생 시 외부 VHF 장비와 연동하는 소형
선박용 재난자동 속보장치 연구는 소형선박에서 GPS기
반으로 VHF장비와 연동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위치 정
보를 구조 요청의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외부 VHF장비

를 통해 송출하는 연구이다[3]. 모바일 위치기반 재난발
생시 음성인식 알림 시스템 연구는 모바일을 이용한 재
난 발생 시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모
바일 위치기반에 대한 연구이다[4]. 선박 안전운항 지원
을 위한 선교운용 단말장치 및 경보시스템 연구는 안전
운항을 위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플랫폼 기반의 시스템으
로 항해 근무상태 감시 및 항해 추진기관, 발전 등 이상
상태 및 오동작 상태 감시를 위한 선교운용 단말장치 및 
경보시스템에 대한 연구이다[5]. 비콘(Beacon)을 활용
한 선박 탑승자 위치확인 시스템은 선실마다 AP를 설치
하고 각 승객은 비콘을 가지고 있어 AP가 비콘의 MAC
데이터를 수집해 승객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6].

본 논문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사고 선박의 위치를 
파악해서 구조요청을 하거나 선박 내에서 승객의 위치를 
평소에 파악해 두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대형 여객선 내
에서 모든 승객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두고 일부 선
실이 침수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사
고를 탐지하여 모든 승객의 단말기로 알려주며 외부로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즉 각 객실에 비콘을 
설치하고 승객이 휴대한 방수 단말기에서 블루투스 통신
을 사용하여 조금 더 정확하게 실내위치를 파악하여
[7-11] 통신모듈을 통하여 서버로 정보를 전송하고, 서
버에서는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승객
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기관에서 승객의 여객선 내의 위치와 상태를 쉽게 
파악하게 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
조 지원 통신 시스템을 제안한다. 

1장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 통신 시스템의 핵심기술, 시스템 설계 및 알고리즘
에 대하여 설명 할 것이다. 3장에서는 모의실험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4장에서는 본 논문의 최종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Ⅱ. 구조 통신 시스템

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 승객이 소지하고 다니는 단말기, 단말기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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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통신모듈, 단말기의 위치정보 
및 위급 상황을 관리하는 서버(중앙관제센터)로 구성되
어 있다. 온도센서로 부터 측정된 값과 여객선 각 방에 
설치된 비콘 정보를 통해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
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긴급 상황을 인식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단말기는 단말기 사용자의 온도
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비콘과 블루투스통신을 하기 위
해 블루투스(Bluetooth) 모듈로 구성된다[12][13].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1. 시스템 구성
모든 승객은 개인정보(ID)가 입력된 안테나가 달린 방

수 단말기를 소지하고 여객선에 탑승하게 된다. 단말기
는 각 방에 설치되어있는 비콘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서 각 비콘의 FactoryID, Beacon ID, Major 값, 
Minor 값, MAC Address, RSSI의 값을 읽게 된다. 
RSSI 값을 비교하여 단말기와 가장 근접한 비콘이 확인
된다. 확인된 비콘의 MAC Address를 통해 단말기를 소
지한 승객의 위치가 확인된다. 또한 온도센서를 통해 승
객의 단말기 온도가 측정된다.

승객의 위치 정보와 온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말기
는 [그림 2]와 같이 통신모듈로 이들 정보를 전송하게 된
다. 승객이 소지한 단말기 온도가 문턱치 이하로 떨어지
면 해당 단말기가 침수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단말기 온
도를 사용한다. 데이터 정보를 받은 통신 모듈은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서버는 승객의 위치 정보와 온도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각 승객의 정보를 병합하여 긴급 상
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판
단되면 통신모듈을 통해 승객의 단말기로 위급 상황 알
림 메시지를 전송하고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하게 된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2. 알고리즘
단말기는 온도센서를 이용한 온도 측정 기능, 블루투

스 4.0기반의 비콘을 이용한 위치 파악 기능, 실시간으
로 변경된 위치 및 상태 전달기능, 긴급 재난 시 신속한 
탈출을 위한 위급상황 알림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림 3]
은 단말기의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다. 각 승객이 여객
선에 승선하게 되면 단말기는 비콘 탐색과 온도 측정을 
요청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비콘 정보와 온도 정보를 읽
어 수집하게 된다. 각 비콘의 신호 세기를 분별하고 가장 
가까운 비콘을 판별하여 해당 비콘의 Mac Address와 
측정된 온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신모듈에 전송하게 된
다. 또한 서버로부터 통신 모듈을 통해 긴급 사태 알림 
메세지를 받게 되면 모든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최우선 
순위로 승객에게 화면과 스피커를 통하여 위급상황을 알
려서 대피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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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말기 알고리즘

통신모듈은 단말기로부터 수신 받은 비콘 주소와 온도
정보를 저장 및 관리 기능, 받은 정보를 서버로 송신 기
능, 서버로부터 받은 위급상황 정보를 단말기로 송신하
는 기능으로 구성되며 서버는 통신모듈로부터 수신 받은 
단말기의 비콘 주소와 온도정보를 저장 및 관리 기능, 받
은 정보로 부터 위급상황 판단기능, 위급상황 시 구조팀
으로 승객위치정보송신기능, 통신모듈로 위급상황 송신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림 4]는 통신모듈과 서버의 알고
리즘을 나타내고 있다. 통신모듈은 단말기로부터 받은 
승객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며 서버에서 긴급 상황 정보를 
수신 받으면 단말기로 긴급 상황 정보를 전송한다. 서버
는 통신모듈로부터 받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관
리하며, 특정 지역에서 반 수 이상의 단말기 온도가 문턱
치 이하로 내려가면 그 지역이 침수된 것으로 판단하여 
긴급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고 외부 구조 기관에게 위급 
상황과 승객의 위치 및 온도 정보를 보내고 통신모듈로 
긴급 상황 정보를 전송하여 단말기로 전달되도록 한다.

그림 4. 통신모듈 및 서버의 알고리즘
  

Ⅲ. 모의실험

1. 실험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설계하는 시스템은 위치 인식 시스템인 

단말기와 단말기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통
신모듈, 단말기의 위치정보 및 위급 상황을 관리하는 서
버로 구성되어 있다.

단말기는 C# 언어로 구현된 클라이언트와 아두이노 
우노, 블루투스 모듈, 온도센서로 구성되어있다. 클라이
언트는 아두이노 우노로 온도측정 요청과 AT명령어를 
보내고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온도측정
요청과 AT명령어가 오면 온도센서를 통해 온도를 측정
하고 온도 값을 클라이언트로 보낸다. AT명령어는 블루
투스 모듈로 보내어 블루투스 모듈이 비콘 탐색을 시작
한다. 블루투스 모듈은 탐색한 정보들을 다시 아두이노 
우노를 거처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는 받은 
정보들을 분류하고 자신의 정보들을 취합하여 통신모듈
로 전송한다. 

통신모듈은 C# 언어로 구현하였다. 단말기로부터 취
합된 정보를 받으면 단말기가 비콘 정보에 해당되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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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각 객실의 정보를 갱
신하여 보여준다. 이 후 취합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C# 언어로 구현되어 있다. 통신모듈로부터 단
말기 정보를 받으면 단말기의 객실정보를 파악하고 객실
을 출입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서버의 정보를 갱신하
여 보여주며 이때 연결된 통신모듈이 끊어질 경우 서버
의 정보가 불확실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통신모듈 정보를 따로 저장한다. 서버는 각 단말기의 위
급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특정 위치에서 과반 
수 이상의 승객 단말기가 침수 상태로 판단되면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통신모듈을 통
해 단말기로 위급상황 메시지를 전송하고 서버 화면에는 
각 객실이 과반 수 이상일 때 해당 객실 정보를 빨간색으
로 표시한다, 통신모듈이 통신 불능상태가 될 경우 따로 
저장해둔 해당 통신모듈 정보를 이용한다.

2. 실험 환경
본 절에서는 실제로 구성한 실험 환경에 대하여 설명

한다. 실험 장소는 대형 여객선 객실과 복도의 구조와 유
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진 동명대 제1정보통신관을 선택
하였고. 실험 장비로는 노트북 1대 ,데스크탑 2대, 비콘 
6개, 공유기 1대이다. 아래의 [그림 5]는 실험에 사용할 
장비들이고 [그림 6]은 실험장소이다.

그림 5. 실험 장비
  

그림 6. 실험 장소

3. 실험 결과
본 논문 실험결과에서는 평상시에 위치를 파악하는 상

황과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서버에서 각 방의 상황을 인
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7]은 강의실 안에 비콘을 부착하고 단말기를 가
지고 들어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면이다.

그림 7. 실험 장면
  
3.1 평상시
[그림 8]는 단말기의 실행화면으로 통신모듈과 Wi-Fi

통신을 하기 위해 IP주소와 포트번호를 입력하고 아두이
노 우노와 Serial통신을 위해 컴포트 번호를 입력하였다. 
중간 우측에는 온도센서를 통해 읽어온 온도를 나타내고 
하단에는 각 방에 있는 비콘의 정보와 신호세기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림 8. 단말기 실행화면

[그림 9]는 통신모듈의 실행화면으로 좌측 리스트에 
각방호실과 탑재되어있는 비콘 ID, 각 방에 인원수를 판
단하여 보여주고 서버로 보낸 모습이다.



대형 여객선 긴급 재난 시 구조 지원 통신 시스템 197

그림 9. 통신모듈 실행화면

[그림 10]은 서버에서 단말기의 수를 나타낸 화면으로 
통신모듈과 연결되어 각 통신모듈에서 단말기의 수를 받
아 표시한 모습이다.

[그림 9], [그림 10]의 인원수를 보면 [그림 8]의 단말
기 사진에서 신호세기가 가장 큰 비콘 정보와 매칭되는 
통신모듈로 연결되어 [그림 9]와 같이 통신모듈에서 사
람 수가 1명이 된 걸 볼 수 있다. 통신모듈은 다시 서버
로 연결되어 [그림 10]과 같이 101호가 1명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통신모듈 또한 서버와 연결되어 105호
가 1명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3.2 위급상황
[그림 11]은 단말기에서 온도가 18도 이하가 되었을 

경우 침수로 판단하여 위급상황 발생으로 서버에서 105
호에 위급상황을 알리는 붉은 바탕이 표시되었고, 101호
에서는 18도 이상이기 때문에 변화 없이 흰색 바탕으로 
표시되었다.

[그림 12]는 101호 방에 2명이 들어간 상황에서 한 개

의 단말기만 18도 이하가 되었을 경우 모습이다. 물에 
빠지는 상황 이외에 외부의 영향으로 온도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의 온도가 18도 이하가 되었을 경우
에만 위급상황이라고 표시한다. 따라서 [그림 13]과 같
이 과반수가 18도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위급상황이라 
판단하여 붉은 바탕으로 표시되었다.

그림 11. 위급상황1
  

그림 12. 위급상황2
 

그림 13. 위급상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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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여객선 내부의 비콘과 승객의 단말기사
이에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승객의 실내위치를 파악하
고 긴급 재난 발생 시 구조요원들에게 승객의 정보를 제
공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구조요원들은 승객의 위치와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
에 구조에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승객에게는 위급 
상황을 알려주고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빠른 탈출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한 구조와 빠른 대피로 인해 인
명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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