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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지 않고 해상 환경에

서 선박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었고, 침몰이 

아닌 단순 충돌, 화재 등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

고, 그로 인한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해상에서 크고 작은 선박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

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승선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승선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승선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GPS 데이터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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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측정은 실내에서의 위치 측정이 불가능하다

는 단점이 존재한다. 현재 여러 위치 측정 방법에서 

실내 위치 측정은 Wi-Fi 기반의 실내 측위 기술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는 초기 비용이 크고 오차가 많

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서 제안

하는 위치 측정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 측정 방식인 Beacon을 통한 실내 위치 측정 방

법을 이용하고자 하고, GPS를 통한 위치 측정도 같

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일반 상황, 선박 사고가 발생

하는 두 가지 상황에도 승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선박 내부의 밀폐된 상황과 선박 외부, 바

다에 빠진 조난 상황 등에 대해서 측정 모듈이 측정

한 데이터를 서버로 일정하게 문제없이 전송할 수 

있는 통신 기법도 필요로 한다. 선박 위에서 발생하

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력 소모가 적으

며, 범위가 넓은 통신 기법이 필요하다.

LoRa WAN 통신 기법은 저 전력 통신이며, 범위

가 11km 이내이고, 알루미늄/철판으로 격벽을 이루

는 선박 내부에서도 일정한 신호 세기를 가지며 통신

이 가능하기 때문에[1] 이번 논문에서는 LoRa WAN

통신 기법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한다.

또, 승선자의 안전을 위해서 데이터 측정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선원이

나 구조자 등 여러 사람들이 확인해 대처할 수 있도

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LoRa WAN 통신 기반의 선

박 내/외부 측위 및 위험상황 감지 시스템을 제안하

고자 한다.

LoRa WAN 통신 기반의 선박 내/외부 측위 및 

위험상황 감지 시스템은 LoRa 노드를 이용한 데이

터 측위를 수행한다. LoRa 노드 내부에 Beacon,

GPS 모듈을 탑재해 각각의 모듈을 이용해서 측위를 

수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LoRa 통신을 이용해 서버

로 전송, 실시간으로 선박 내/외부에서 승선자의 위

치를 측정한다. 또, 승선자에 대한 위험 상황을 감지

하기 위해서 LoRa 노드에 3축 가속도 센서를 부착해 

낙상 또는 익수 상황에 대한 감지를 수행하고 측정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 위험상황에 대한 감지도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관련 연구에서

는 LoRaWAN 통신 기법, Beacon을 이용한 측위 기

법이 가지는 장점과 위험 상황 감지 기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며, 4장에서는 설계된 시스템에 따른 

구현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으로 끝

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이번 장에서는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인 

LoRa WAN 통신 기반의 선박 내/외부 측위 및 위험

상황 감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해 조사

하고 분석한다.

2.1 LoRa WAN 통신

LoRa는 Long Range의 약자로 LoRa 통신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인 긴 통신거리를 표현한다. 통신 구

조는 스타 토폴로지 기반의 Aloha 프로토콜 방식을 

채택하고 전파 도달 거리는 최대 20km이며, 통신 속

도는 0.3kbps에서 50kbps 사이이다. 속도와 전송시

간 등을 고려하여 주로 2km의 범위를 사용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Low Energy, 다중 센서 기능, 암호

화를 들 수 있으며 안전한 양방향 통신과 이동성을 

제공한다[2].

Fig. 1은 LoRa와 Short-Range Network, Cellular

Network와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LoRa 통신은 Short-

Range Network보다 데이터 전송률은 낮으나 통신 

거리가 길고, Cellular Network보다도 데이터 전송

률은 낮지만, 통신 거리가 비슷하며 가격이 저렴하다

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을 통해서 LoRa 통신 기법이 

저전력 장거리 전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3].

Fig. 1. Difference between LoRa and other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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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eacon을 통한 실내 측위 기법 분석

Beacon을 이용한 실내 측위 기법은 Beacon의 RSSI

를 사용한 측정법[4], 삼각측량 알고리즘[5], 핑거프

린팅 기법[6] 등이 많이 사용된다.

Beacon RSSI를 이용한 측정 방법은 Beacon이 송

신하는 신호를 Beacon 수신 모듈이 수신할 때 모듈

에서 취득하는 여러 데이터(Tx power, RSSI, UUID)

중 하나인 RSSI값을 사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RSSI값은 Beacon으로부터 수신 모듈의 거리는 

수신되는 신호 세기에 반비례해서 값이 정해지는데,

이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다. 여기서 측정되는 값에는 

방향 정보는 없고, Beacon 송신 모듈로부터 떨어진 

거리 값만을 나타낸다. RSSI를 이용한 측정 방법은 

RSSI값이 여러 환경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양한 외부 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실외에서는 거리 

측정의 정확도에 많은 편차가 발생하지만 비교적 환

경이 안정적인 실내에서는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4].

삼각측량 알고리즘은 고정된 3개 이상의 지점에

서 측정한 거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

Fig. 2에서 점O는 측정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실제 

위치이고, 각 지점 P1,2,3에서 사용자까지의 거리를 

r1,2,3이라고 할 때, 각 지점을 원점으로 하여 사용자

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세 개의 

원이 교차하는 하나의 교점이 생기는 데, 이 교점의 

위치를 측정된 사용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삼각 측량법은 세 개 원의 교점을 구해 위치를 측량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좌표계는 3차원이고 삼각 

측량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좌표계는 2차원이기 때

문에 거리를 실측하게 되면 r1,2,3의 값이 오차가 발

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7].

핑거프린팅 기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위치 

인식 방법이다. 여러 Beacon에서 수신되는 신호세기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 때 저장되는 신호

세기 값을 이용해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핑거프린팅 

맵에 따라 특정 장소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일

반적으로 모든 실내 환경에서는 기둥, 반사체 등 장

애물에 의해 신호세기 값이 장소마다 달라지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핑거프린팅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데, 사용자의 단말은 이러한 신호세기 값을 받아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중 가장 유사

한 데이터를 참조해 단말의 위치를 추정한다. 하지만 

Beacon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수신 주기가 짧아지는 

등의 문제로 Beacon Loss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상

황에 따라 Beacon 신호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는 경

우 정확한 위치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8].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LoRaWAN 통신 

기반의 선박 내/외부 승선자 측위 시스템에서는 다

수의 Beacon을 통해 승선자의 개략적인 위치를 측정

하고자 한다. 이에, 삼각측량, 핑거프린팅 방식 등 컴

퓨팅 연산이 많이 소모되는 기법보다는 간단하게 수

행할 수 있으며 다수의 Beacon을 설치해도 많은 문

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기법인 Beacon RSSI를 사용

한 위치 측정법을 이용하기로 한다.

2.3 낙상 판단 기법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인 LoRa WAN 통신 

기반의 선박 내/외부 측위 및 위험상황 감지 시스템

에서, 승선자에 대한 현재 위험 상태를 판단할 수 있

도록 위험 감지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박에서의 위험 

상태 중 자주 일어나거나 치명적인 문제로 발달할 

수 있는 사고는 승선자가 넘어지거나, 바다로 입수하

는 상태를 들 수 있고, 이 상태들은 낙상 데이터를 

검출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낙상 감지 기법

을 이용해 낙상 데이터를 검출하고자 한다.

낙상 감지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9]. 대상에게 센서를 부착해 낙상 움직임을 감지Fig. 2. Positioning using Tri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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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과 관찰을 통해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낙상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방식은 가속도 센서와 

Gyroscope 같은 센서를 설치해 대상의 움직임 데이

터를 수집해 낙상을 감지하고 관찰을 통한 방식은 

카메라를 활용해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해 낙상을 감

지한다.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카메라를 포함

해 낙상 데이터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내부 거의 

모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하는데, 이것은 비용적

인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센서를 이용한 

낙상 감지 기법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기법들에 대

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한다.

센서를 이용한 낙상 감지 기법으로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낙상 감지 기법과 관성 센서 기반의 

낙상 예측 기법이 있다.

관성 센서 기반의 낙상 예측 기법은 관성 센서를 

이용해서 보행 신호를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주파수 영역 분석은 푸리에 변환,

이산코사인 변환, 웨이블릿 변환 등을 이용해서 분석

을 진행한다[10]. 보행 신호 분석 데이터를 이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해 결과 데이터를 도

출한다.

하지만 관성 센서를 활용, 보행 신호 데이터를 이

용해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기법은 정확도가 매우 

낮은 방법[10]으로,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스템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낙상 감지 기법은 보통 

장착하는 가속도 센서의 3축 기준값을 설정, 자세 변

화를 구별하고 낙상을 가정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활동에서 볼 수 없는, 넘어지는 방향으로 급격한 속

도의 변화가 측정된다.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가

상된 낙상 현상에 대한 낙상 현상 측정 실험 결과자

료[11]에서,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는 가속도와 기울

기의 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나지만, 낙상 상황이 발생

했을 시에는 가속도와 기울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

뤄지며, 변화도 크게 나타난다. 뒤로 넘어지는 경우

와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에도 x,y축 센서 데이터의 

가속도 변화량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3축 가속도 센서를 이

용한 낙상 검출 실험에서 여러 실험 상황에 대해 

80% 이상의 높은 검출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센서 측정 기법 두 가지 중,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실험에서 높은 낙상 상태 검출률을 보이므로 

이번 시스템에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 낙상 감지 

기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3. 시스템 설계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인 

LoRa 통신 기반의 선박 내/외부 승선자 측위 및 위험

상황 감지 시스템에 대해, 전체 시스템의 설계를 진

행한다.

선박 내/외부 승선자 측위 및 위험상황 감지 시스

템에는 서버와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LoRa 통신 모

듈과 실내 측위를 위한 Beacon 신호 수신기, 실외 

측위를 위한 GPS 신호 수신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낙상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3축 가속도 센서가 

필요하며, 각각의 모듈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처리할 

Fig. 3. Falling phenomenon measurement resul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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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까지가 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Fig. 4는 선박 내/외부 승선자 측위 및 위험상황 

감지 시스템의 칩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 내부에 위험 감지 모듈, 위치 측정 모듈이 포

함되어있고 이 데이터를 MCU에서 취합한 뒤 LoRa

Uplink 메시지를 생성해서 LoRa 통신 모듈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시스템은 배터리를 이용해 동작하는 LoRa 단말기

로 표현될 수 있다. 전원이 들어오면 MCU가 동작하

며 위험 감지와 위치 측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

록 구성한다. MCU가 동작하면서 위치 측정 모듈로

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위치 측정 모듈은 처음 

동작 시 GPS 신호를 수신받기 시작하고, 일정 시간 

동안 수신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실내 상황이라 

판단하여 Beacon 신호를 수신받기 시작한다. 또, 일

정 시간마다 GPS 신호를 수신 시도하고, 수신 결과 

데이터가 없다면 상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 GPS 신

호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실외 상황으로 판단하여 

GPS 신호를 계속 수신한다.

위험 감지 모듈에서는 패턴 분석을 이용한 낙상 

추론을 진행한다.

각 축의 신호 데이터를 모두 더해 나온 결과를 제

곱근 해 나온 값을 중력 값이라고 판단하고, 자유낙

하 하는 신호를 검출했을 때 이를 낙상 신호라고 판

단하는 식을 세워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낙상 데

이터를 이용해 익수 상황을 검출하고자 하였다.

익수 상황 판단은 두 가지 임계값을 토대로 판단

하는데, Lower -> Upper 순으로 데이터가 검출되면 

익수 상황임을 인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7은 MCU에서 처리하는 낙상 감지 알고리즘 

순서도이다. MCU가 실행되면서 BLE 모듈을 실행

한 뒤 가속도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한 뒤, 0.08초 동안 측정을 멈춘 다음 가속도 센

서의 데이터를 수신한다. x, y, z축 세 가지 데이터를 

Fig. 6. Underwater Situation Awareness Algorithm.

Fig. 4. System Architecture.

Fig. 5. 3-Axis Acceleration Signal Inference Sch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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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Gravity 값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판단하

고, 임계 값 미만의 Gravity 값, 또는 임계 값 이상의 

Gravity 값이 발생한 경우, 낙상 상황으로 판단해 

LoRa 통신을 이용해 전송할 다음 메시지에 낙상 상

황임을 알릴 수 있는 데이터를 삽입해 전송하도록 

설계했다.

MCU는 위험 감지 모듈과 위치 측정 모듈 모두에

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LoRa Uplink 메시지를 생성하

는데, 상태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한다.

MCU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LoRa 904.3∼

905MHz 대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며, 채널

의 경우는 8∼15까지의 8개 채널을 이용하도록 한다.

LoRa 메시지의 규격은 v.1.0.2에 따라 데이터 통신을 

진행하고, 메시지 페이로드는 Semtech 기본 규격에 

맞추어 진행한다. MCU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는 두 

가지 상태에 따라서 구성되는데, 실외 상태의 경우 

GPS 신호를 이용해 좌표 데이터를 담아 데이터를 

전송하고, 실내 상태의 경우 Beacon 신호를 이용해 

Beacon ID, RSSI 등 Beacon 관련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위의 Fig. 8과 9는 각각 Beacon 신호 수신시의 메

시지 전송 규격과 GPS 신호 수신시의 메시지 전송 

규격이다. Beacon 신호에 대한 메시지 전송 바이트 

수와 GPS 신호 메시지 전송 규격은 각각 11바이트로 

구성되어있고, STX 패킷 바로 다음에 생략된 두 번

째 패킷이 메시지 구조 패킷이며, 두 번째 패킷을 이

용해 서버에서 데이터를 분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Beacon 신호에 대한 메시지 전송 규격에서, 가장 

인접한 Beacon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전송할 수 있

도록 한다. 응급상황 패킷은 낙상 데이터 검출 시,

데이터를 포함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단

Fig. 7. Fall Detection Algorithm.

Fig. 8. LoRa Message for Beacon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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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의 배터리 데이터를 포함해 전송한다.

GPS 신호에 대한 메시지 전송 규격은 GPS 신호 

수신기를 이용해 얻어낸 현재 위치 좌표를 이용해 

전송한다. 도, 분, 초, 초/100의 데이터까지 전송해서 

현재 좌표를 상세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스템 구현

이번 장에서는 시스템 설계 장에서 설계했던 시스

템 구조를 이용해 LoRa 통신 기반의 선박 내/외부 

승선자 측위 및 위험상황 감지 시스템을 구현한다.

4.1 선박 내/외부 승선자 측위 및 위험상황 감지 시스

템 구현

선박 내/외부 승선자 측위 및 위험상황 감지 시스

템의 하드웨어는 Fig. 10과 같이 구성하였고, 구성요

소들을 이용하여 Fig. 11처럼 제작하였다.

여러 모듈을 관리할 MCU에 BLE를 같이 내장하

여 SoC(System on a Chip)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다른 칩들을 UART, GPIO, I2C 등 여러 방식으로 

연결해서 동작하도록 구성하였다. MCU에는 RAK-

811 LoRa 모듈과 OLED 모듈, 배터리 측정 모듈, 3축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LED 4개, 버튼을 부착

하였고, 배터리 충전을 위한 Micro USB 등을 추가로 

부착해 구성하였다. MCU와 연결된 RAK-811 LoRa

모듈에는 GPS 신호 수신기를 부착해 구성하였다.

MCU에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일 때 연결되어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MCU에 Micro USB를 이용해 전

원이 공급되면, 자동으로 MCU의 전원이 켜지도록 

구성했다. MCU 실행 시 BLE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

신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RAK-811 LoRa 모듈의 

Fig. 9. LoRa Message for GPS Signal.

Fig. 10. System Hardware Architecture.

Fig. 11. Hardware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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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Pin을 이용해서 LoRa 모듈의 전원이 켜지도록 

했고, RAK-811 LoRa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 될 

때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배터리 측정 모듈을 이용해 현재 배터리 잔량에 맞추

어 LED 4개를 이용해 배터리 잔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OLED의 경우 서버로부터 수

신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수신 데이터를 분석, 결과

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RAK-811 LoRa 모듈에 연결되는 안테나는 Helical

Monopole 안테나를 사용하였고, 최대 915MHz까지 

전송이 가능한 안테나를 사용하여 앞서 설정했던 주

파수 대역에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측위 시스템은 최초 실행 시, MCU에 내장되어있

는 BLE 모듈과 RAK-811 LoRa 모듈에 연결되어있

는 GPS 신호 수신기를 이용해 동시에 두 가지 데이

터를 수신한다. 신호를 수신하는 최초 3회 동안은 

GPS 신호가 수신되지 않더라도 GPS 신호 수신 메시

지 형식에 맞추어 LoRa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후에

도 GPS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다면, 선 내 상황으로 

판단하고 BLE 모듈을 이용해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

해서 LoRa 메시지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한

다. BLE 모듈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신하는 와중에 

GPS 모듈이 데이터를 3회 이상 수신하는 경우, BLE

모듈을 이용한 데이터가 수신되더라도 선 외 상황이

라고 판단하고 GPS 모듈을 이용해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 LoRa 메시지를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감지 시스템 중 낙상 신호와 익수 신호는 각

각 실험을 통해 얻은 낙상 신호와 익수 신호의 실제 

값을 이용해서 임계값을 지정해 낙상 상태를 검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기존의 낙상 감지 문헌에서는 Lower, Upper Pick

두 가지를 비교하였으나 Upper Pick의 경우 낙상이 

일어나는 곳의 매질 또는 사용자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논문의 낙상 감지 시스템에서

는 Upper Pick을 배제하고 임계값을 지정하였다. 실

험을 통해 실제 낙상의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 두 가

지 모두를 따져 임계값을 변경하였고, 임계값이 0.3

인 경우에 가장 이상적으로 데이터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임계값을 지정하였다.

지정한 임계값을 이용해 하드웨어를 구현한 뒤,

낙상 검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센서의 민감도는 

90%, 선택성은 100%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익수 상황은 Savitzky-Golay 필터링을 기반으로 

해, 파도에 의한 변동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Lower

0.8, Upper 2.0의 임계값이 연속적으로 인지되면 익

수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익수 상황의 경우 총 230회 테스트를 통해서 계산

해 나온 결과 신호를 201회 확인해 정확도가 약 87%

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2. Deriving Fall Data Thresholds.

Fig. 13. Sensitivity Calculation & Number of Experiments.



29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3권 제2호(2020. 2)

4.2 유람선 내부 통신 테스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인 LoRa WAN 통신 

기반의 선박 내/외부 승선자 측위 및 위험상황 감지 

시스템에 대해, 실제 선박에서도 운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운항하는 유람선에 탑승, 통신

을 위한 간략한 서버와 개발된 하드웨어를 유람선 

내부에 직접 설치해 통신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선내 실험을 위해 태그(하드웨어)와 Beacon은 각

각 15대, 10대를 운용하였고 LoRa 데이터를 수신할 

Gateway는 3대를 운용하였다. 실험 결과는 Gate-

way에 수신되며 남은 데이터 로그를 이용해 판단하

기로 하였다.

실험 결과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데이터 수신율이 100%를 

넘는 태그들은 위험 상황 데이터를 감지해 전송한 

것으로, 오류상황으로 인한 문제점이 아니다. 하지만 

위험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음에도 많은 위험 상황 

감지를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비정상적으로 데이터 수신율이 낮은 몇 개의 태

그가 있어 확인을 진행했는데, 이는 시스템 상에서 

충돌이 발생한 문제이다.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는 

시스템 상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수신율을 보이는 점

과, 수신 감도가 평균적으로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

Fig. 14. Method of Drop Test in Maritime Situations.

Fig. 15. Experiment Result Analysi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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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신 감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파고에 대한 

데이터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 

재전송 기법을 적용해서 데이터 수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 내부와 외부에 있는 승선자의 

안전을 위해서 측위 시스템과 위험상황 감지 시스템

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구현된 승선자 측위 및 위

험상황 감지 시스템은 실내 측위를 위해서 Beacon,

실외 측위를 위해서 GPS 모듈을 이용하며, 각 모듈

을 이용해 측정한 데이터를 LoRa 통신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또, 위험 감지를 위해

서 3축 가속도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측정하고,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

였다.

구현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운항하는 유람선

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통신상 충돌이 발생하

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데이터가 Gateway로 전송되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통신 충돌 상황에 대한 대처

로 재전송 기법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또 다른 문제로는 위험 상황을 감지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있었는데, 이는 알고리즘적인 

문제로 민감도나 임계값 재지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에는 이 측위 시스템과 위험상황 감지 시스템

을 이용해 측정한 데이터를 실제 승선자 또는 관리자

에게 표시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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