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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event illegal fishing and reduce lost fishing gea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stant and continuous

fishing gear monitoring system in the marine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design a long-term operational, reliable

system model with communication coverage of more than 25Km considering the reality of gradually expanding fishing

activity due to the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s. The design results are implemented to verify

the operability of the system by separating the communication success rate of SKT and private LoRa networks and

verifying the control function of each control system through the collected location information, respectively.

요 약

불법어업 방지와 유실어구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에서 상시적이고 연속적인 어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본 논

문에서는 수산자원 고갈로 점차 어로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현실과 열악한 해상환경을 고려한 25Km 이상의 통신 커버리지를

갖는 장기적 운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시스템 모델을 설계하고, 설계결과를 구현하여 14Km 떨어진 해상환경에 부이와 무선

노드를 각각 설치하여 상용망과 Private LoRa망을 통한 통신 성공률을 구분 확인하고 수집된 위치정보를 통한 각 관제시스

템의 관제기능을 확인함으로써 시스템의 운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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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분별한 어구사용 및 불법어업으로 인한 남획

과 기후변화와 어장환경 악화로 인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은 급격히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고갈되

어가는 어장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

터 일부 정치성 어구에 대해 어구실명제를 도입했

다. 어구실명제는 바다에 설치된 어구에 깃발을 설

치해 소유자의 어업허가 사항을 표시하는 제도이

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어장노출 기피, 초과

어구 사용 의도로 규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연안에는 막대한 양의

폐어구가 버려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건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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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렇게 방치된 폐어구에 많은 어류가 걸려 죽기

도 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나타내는 속칭 ‘유령어업

(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폐어구는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스크루에 걸려 치명적인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적정 어구 사용량은 연간

5만 톤 규모이나, 실제 사용량은 2.6배인 약 13만톤

으로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4만톤 정도

가 고기잡이 중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폐어구로

추정된다. 이런 폐어구 중 수거되는 폐어구는 매년

1만톤으로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만톤이 바다에

방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1].

이에 정부는 바다 속 폐어구 방치를 예방하기 위

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어구의 사용 및 관리에

적용해 어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세

대 어구관리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어구

생산부터 폐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

하고 특히, 어민들 사용단계에서 어구를 추적 관리

하기 위한 상시적이고 연속적 운영 가능한 모니터

링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1].

LoRaWAN(Long Range Wide Area Network)은

Semtech社와 IBM 리서치가 공동으로 개발한 LPWAN

기술로 저 전력, 광역 통신망 응용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저전력 장거

리 무선통신 기술이다[2][4].

SK 텔레콤은 2016년 6월 LoRa 기반 IoT 전용망

전국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상용서비스에 들어갔

으며, LoRa 기술을 이용하여 소물인터넷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해양환경에서 어구를 상시적이고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저전력 장거리통신

망인 LoRa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구자동식별모니

터링 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Monitoring

System for Fishing Gears)을 제안하며 제안된 시

스템을 해상환경에서 실증하기 위한 시험환경 구

축결과를 소개한다.

Ⅱ. 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가. 기존 시스템 분석 및 개선 설계

어구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이

진행 중이고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4]. 하지만, 주로 10Km 내외 통신 커버리지와 짧

은 운용 시간, 위급상황에 따른 통신 신뢰성 문제

등 열악한 해상 환경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Parameters 1 2 3
AIMS

Prototype

Working
Frequency

AIS Band
(161.97/162.
0255Mhz)

400Mhz 890Mhz
ISM Band
920Mhz

Distance 8Km 5.5Km 16Km 25Km

Operating
Time

240 hours
3,500 hours
(Based on
15min)

6 months
720 hours
(Based on

1min)

Rx. Interval 3 min 15min 3sec～10min 1min

reference [9] [10] [4] -

Table 1. Results of Previous Fishing Gear monitoring system.

표 1. 기존 어구모니터링 시스템 조사결과

수산자원고갈로 점차 어로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현실에 맞춰 어구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

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LoRa기술을

기반으로 어선과 관리선에 AP를 운용하여 상용망

과 자체 개발된 무선통신망을 연동 제어함으로써

통신거리의 한계를 개선하고, 저전력 임베디드 기

술 적용과 위급상황에 따른 통신제어 기술 적용 등

해상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운용 가능한 시스템 모

델을 구현 하였다.

전체 시스템은 자기의 위치와 어구의 위치를 송

신하고 육상으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1) 어구

자동식별 부이와 자기소유 부이의 정보, 유실어구

식별정보를 송신하는 2) 어선용 관제시스템, 관리

하는 인근해역의 모든 부이/어구 정보를 수신하고

불법어구를 지도하기 위한 3) 관리선박용 관제시스

템, 그리고 부이/어선/관리선으로 수신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유실이나 도난, 불법어구 사용 등의

정보를 관리선이나 어선에 송신하는 역할을 하는

4) 육상기지국으로 구성된다[7].

나. 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을 위한 구성요소

(1) 어구자동식별 부이

어구자동식별 부이는 어구위치정보를 각 관제시

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모듈과 위치식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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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AIMS.

그림 1. 제안된 어구자동식별모니터링 시스템 구조

Fig. 2. Information transfer structure between land base station and control system.

그림 2. 육상기지국과 관제 시스템 간 정보전달 구조

GPS센서, 제한적인 전원에서 최대 720시간 장기적

운용을 고려한 배터리부와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와 통신운용을 위한 제어부로 구분 설계하였다.

통신모듈은 어구자동식별 부이와 육상기지국 구

간에 상용망인 SKT-LoRa통신을 기본망으로 활용

하고 넓은 해양환경에서의 통신 연결성을 보장하

기 위해 어구자동식별 부이와 무선노드 구간에는

Private LoRa 통신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설계하여 전파음영지역에서는 메인통신을 해제

하고 서브통신채널을 형성하여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어선용/관리선박용 관제시스템

어선용과 관리선박용 관제시스템은 시스템 구성

이나 기능이 유사하나, 어선용은 자신이 소유한 부

이 정보만을 식별하며, 관리선박은 자기가 관할하

는 지역 내 관리 중인 부이만을 선택 식별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통신프로토콜 정의 단계에

서부터 개인어장과 어구보호를 고려하여 설계하였

고, 각 관제시스템과 육상기지국의 모니터링GUI에

서는 이런 보안기능을 적용하여 본인 어구 및 관리

하는 부이에 대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관제시스템은 수중음향송수신기와 부이로

부터 수신된 어구와 부이 정보를 육상기지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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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rchitecture of Land Base Station.

그림 4. 육상기지국 구조

Fig. 3. The architecture of the control System.

그림 3. 관제시스템 구조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제시스템은 어구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중음향송수신기와 RS-232C로 연결된 관제용 단

말기 그리고 어구의 위치, 육상기지국과 부이로부

터 송신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관제S/W

그리고 정보 송수신을 위한 무선노드로 구성된다.

무선노드는 어구식별 부이 위치정보 수신부와 육상

기지국으로의 Cat.M1 상위망 연동부, 어선용 관제

단말기 인터페이스부로 구분되며, 부이에서 Private

LoRa 통신을 통해 전송된 부이식별정보를 Cat.

M1 통신을 이용하여 육상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기

능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3) 육상기지국

육상기지국은 부이와 무선 노드를 통해 SKT

LoRa와 Cat.M1으로 수신되는 정보를 상용 통신플

랫폼과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하고 그리고 자체 제

작된 Middle-Ware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파싱하

여 DB에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Web기반 모니

터링 GUI를 통해 화면에 출력하여 관리자나 사용

자에게 어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Fig. 5. AIMS Implementation Results.

그림 5. 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결과

설계결과를 바탕으로 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

스템을 위한 각 구성요소를 구현하였다. 좌측상단

부터 시계방향으로 어구자동식별 부이, 어선용 관

제시스템, 관리선박용 관제시스템, 무선노드, 육상

기지국 GUI시제품 결과물이며 이 요소기술들을 통

합하여 해상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실험결과로 전체 시스

템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Spreading
Factor

(125Khz bw)
Bit Rate SNR limit

Time on Air
(for an 10byte

payload)

SF7 5469 bps -7.5 56 ms

SF8 3125 bps -10 103 ms

SF9 1758 bps -12.5 205 ms

SF10 977 bps -15 371 ms

SF11 537 bps -17.5 741 ms

SF12 293 bps -20 1483 ms

Table 2. LoRa Spreading Factors.

표 2. LoRa Spreading Factor에 따른 통신성능[5]

어구자동식별 부이는 육상기지국과 통신 시 LoRa

SF를 이용하여 부이 통신채널의 품질과 이벤트 상

황 발생에 따라 옵션을 달리하여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부이의 통신품질은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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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신한 신호의 수신 신호 강도 RSSI, SNR을

통해 확인하였다. 긴급한 도난/유실상황이나 통신

품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는 SF12로 데이터를 전송

하고, 부이 상태와 통신품질이 모두 정상 상황에는

SF7로 통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위 표에 정의된

통신성능과 같이 SF12인 경우 전송속도는 느리지

만 통신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며 SF7은 통신거

리는 짧지만, 빠른 전송속도와 적은 배터리 소모량

으로 통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통신상황에 따른

가변제어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

한 대처가 가능토록 설계하였다.

Ⅲ. 실증환경 구축

가. 실증환경 개요

Fig. 6. Experimental setup for testing the AIMS.

그림 6. 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해상시험환경

- 시험장소：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인근해상

- 시험기간：2020.10.28. 13:30～10.29 14:20

- 시험내용：매분 위치정보 송신에 따른 수신 성

공률과 전체 시스템 연동기능 확인

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동작 확인을

위해 위와 같은 실증환경을 구축하였다. 무선노드

(A지점)가 설치된 상라산(고도170m)에서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해상위치에 약 250M 간격으로 Buoy

ID 1(C지점)과 Buoy ID 2 (B지점)를 앵커로 고정

하여 위치시키고 매분 1회 위치를 무선노드와 육상

기지국으로 각각 SKT LoRa, Private LoRa를 통해

전송 하였다. 통신 거리 확인을 위해 25Km 지점에

설치 하고자 하였으나, 열악한 해상날씨에 따른 안

전을 고려하여 14Km 지점에 설치를 하였으며, 어

선이나 관리선에 설치되어야 하는 무선노드를 A지

점에 고정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약 25시간 동안

각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 하여

시제품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어구 장착

이 필요한 수중통신망을 통한 수중어구 정보식별

시험은 해상날씨로 인해 이번 시험에서는 제외하

였다.

Parameter Value

Spreading Factor 7/12

Transmit Power(uplink/downlink) 14/20 dBm

Frequency 918.3 MHz

Bandwidth 125 kHz

Coding Rate 4/5

Antenna Gain 2 dBi

Table 3. Communication Parameters of Private LoRa.

표 3. Private LoRa 통신파라미터(부이와 무선노드 간)

개발된 무선통신망은 부이와 육상기지국 간 사이

메인망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며,

통신음영지역에서 부이와 무선노드 구간 Private

LoRa, 무선노드와 육상기지국 구간 Cat.M1망으로

서브채널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번 시험에

서는 통신 신뢰성 확인을 위해 부이에서 매 분 각각

송신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Private LoRa

망의 파라미터는 위와 같이 구성하였다.

Fig. 7. Buoys used in the experiment.

그림 7. 설치 현장 사진

위 그림은 해상에 설치된 부이의 작업환경으로

실험 중 안전을 위해 야간에서도 인근 운행 중인

선박에 경고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하였고, 조

류에 따른 부이 유실 방지를 위해 30kg 앵커를 설

치하였다.

나. 테스트 결과

해상환경에서 2개의 통신망을 통해 매분 송신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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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이 위치정보를 전체 시스템이 수신하고 각 관

제시스템이 이 정보를 식별하여 이에 따른 기 정의

된 관제기능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상실

증 구축결과의 운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1) 무선통신 성능 테스트

부이의 송출 전력은 14dBm이고, SF는 7을 기본

으로 설정하였다. Private LoRa와 Cat.M1 망을 통

해 부이에서 관제시스템의 무선노드를 거쳐 육상

기지국까지의 통신성공률과 SKT LoRa를 통한 부

이에서 육상기지국까지의 통신성공률을 각각 확인

하였고, 각 통신패킷이 서버에 도달하는데 까지 소

요되는 시간 기준으로 지연시간을 계산하였다. 통

신성공률과 지연시간은 다음 계산식을 사용하였다.

Success Rate = 

  
(1)

Latency =    (2)

LoRa Comm. SKT LoRa Private LoRa

Start time
2020.10.28

13:30
2020.10.28

13:30
2020.10.28

13:30
2020.10.28

13:30

End time
2020.10.29

14:23
2020.10.30

11:30
2020.10.29

14:23
2020.10.30

11:30

Buoy 1 2 1 2

PDR 99% 98% 98% 99%

Latency in Sec
(Polling)

(avg, min, max)
(61, 1, 101) (60, 1, 127)

(64, 2, 111) (62, 4, 172)
Latency in Sec
(Subscription)
(avg, min, max)

(174, 2,
3810)

(214, 1,
3824)

Table 4. Packet delivery Success Rate and Latency for

buoy 1 and 2.

표 4. buoy 1,2에 대한 통신성공률 및 지연시간

LoRa 디바이스에서 송신한 정보를 확인함에 있

어App/Web서버에서 SKT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

를 가져오는 방법은 Polling과 Subscription 방법이

있으며, Polling은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통신에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

Subscription 방식은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통신에

서 최초 1회 등록과정을 수행하고 서버의 클라이언

트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업데이트 된 데이

터를 Push 하는 방식이다[6].

이번 시험의 폴링방식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시

간 간격은 1초로 설정하였다.

2개의 부이로부터 SKT LoRa/Private LoRa 두

가지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SKT LoRa는 플랫폼

에 요청하는 2가지 방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육상기

지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성공률과 지연시간 결

과를 위 표로 정리하였다. 14Km 거리에서 통신성

공률은 98%이상임을 확인하였고 지연시간은 짧게

는 1초에서 길게는 3,824초 Case가 있었으며 평균

polling방식은 약 60초 소요되었고 subscription 방

식은 폴링방식에 비해 2배～3배 이상 소요되는 것

을 데이터로 확인하였다. 3800초 이상의 시간이 소

요된 것은 SKT-LoRa IoT플랫폼의 서비스 지연시

간과 육상기지국에서 SF변경에 따른 오버헤드에

따른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SF제어

와 지연시간에 대한 분석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계

획이다.

(2) 관제시스템 성능 테스트

관제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는 안드로이드 기반 관

제단말기의 관제용SW에 표시하여 시스템의 동작

상황을 확인하였다. 어선용/관리선박용 관제시스템

은 실험선박에 설치하여 운용되지만, 이번 시험에

는 상라산에 고정하여 시험을 진행하였고 무선노

드에 연결된 관제단말기에 표시된 관제SW의 화면

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는 부이에 대한 정

보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Fig. 8. Monitoring GUI(L：Fishing boat, R：LandBase).

그림 8. 관제시스템 S/W(좌：어선용, 우：육상기지국)

관제시스템에서는 부이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와

육상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설계하였

다. 마지막으로 육상기지국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

합 안내하는 web기반 GUI로 부이와 각 관제시스

템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관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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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어민들이나 관리기관에

게 어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근해역의 어구상황을 상시적이

고 연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불법어구와 유실어

구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어구 자

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조사하고 문제점 개

선을 위해 상용망과 자가망을 혼용한 통신망 설계

를 통한 해상 통신망 커버리지 확보와 저전력 임베

디드 시스템 최적설계와 SF 가변제어를 통해 열악

한 해상환경에서 장기적 운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시스템 모델을 제안 및 구현하여 실제 해상환경에

구축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해상실

증환경은 부이와 14Km 떨어진 위치에서의 무선노

드, 육상기지국 2구간 사이에서 각각 상용망과

Private LoRa 통신망을 통해 98%이상의 통신 성공

률을 갖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하였고 통신망과 시

스템 연동을 통해 각 관제시스템의 어구식별기능

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였음을 관제S/W와 수집 데

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구현된 모델은 실제 해양환경에서 지속적인 테스

트 및 개선 연구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어구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상용

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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