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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안 하고 효율 인 항해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서비스와 통신을 한 각종 시스템이 도입되었으

나, 서로 다른 방식의 각종 서비스와 네트워크들이 통합되지 않은 개별 으로 운 되어 왔다. 각종 해상 항해 지원 서비스들의 통합과 

개선을 한 e-Navigation에 한 개념이 제시된 이후, 육·해상 연계 서비스와 시스템의 통합을 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IMO에서는 해상 안 과 련된 시스템들의 통합을 한 MSI(Maritime Safety Information)를 도입하 다. 본 논문에서

는 덴마크 FRV에서 육상안 정보시스템을 해 개발하고 있는 오 소스 소 트웨어를 소 트웨어 공학 으로 재구성하여 육상에서 

제공되는 해상안 정보시스템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선내 응용 미들웨어에 한 개념 설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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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ver the past decad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ing safe and efficient navigation have been tried in 

maritime area. However, there were provided  different ways such as different protocol or different policy. It made hard to serve 

efficiently. The introduction of MSI as a part of e-navigation development can be a kind of concepts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tries to suggest a conceptual design of onboard application middleware to be able to communicate the shore-side maritime safety 

information system, take into account the reuse of open-sourc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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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 하고 효율 인 항해 지원을 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

스와 통신을 한 각종 시스템의 도입이 지난 수 십년간 계속

되어왔다. 하지만 각각의 서비스와 네트워크는 통합되지 않고 

개별 으로 운 되어 왔다. e-Navigation의 도입으로 각종 해

상 항해 지원 서비스들의 통합과 개선에 한 개념이 제시된 

이후, 육·해상 연계 서비스와 시스템의 통합을 한 여러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해상 안 과 련된 시스템들을 통합한 

MSI(Maritime Safety Information)이 있다(이서정, 2009). 본 

논문에서는 덴마크 FRV에서 육상안 을 해 개발하고 있는 

오 소스 소 트웨어인 ee-INS(e-Navigation enhanced 

Integrated Navigation System)를 기반으로 해상안 정보시스

템과 연계되는 선내 응용 미들웨어에 한 개념 설계를 제안한

다.

2. ee-INS 개요

ee-INS는 ECDIS의 많은 기능을 육상에서 테스트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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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으로 Danish Maritime Authority에서 개발 인 통합 항해

정보 시스템이다. ECDIS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METOC이나 MSI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테스트를 지원한다

(Mads, 2012).

ee-IN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경로에 한 서비스(경로 설정, 추천, 수정)

METOC 서비스

항해 안  정보(MSI)

No Go area

ee-INS는 컴포 트들의 Handler가 MapHandler에 등록되고 

각 컴포 트 내에서 모듈들은 서로 독립 으로 동작하지만 유

기 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컴포 트들은 서로 

독립 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컴포

트를 추가하는 것이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능 인 측면에서 ee-INS는 ECDIS와 같이 시각 인 정보 

달에 을 두고 설계된 소 트웨어이다. 따라서 기존의 컴

포 트 구성은 해도와 GUI와 련된 모듈이 필수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데이터 송수신에 한 기능은 크게 Sensor

와 Service로 나뉘어 컴포 트마다 별도로 구 이 되어 있다. 

Fig. 2은 ee-INS의 시스템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Fig. 3 ee-INS component structure

3. 기본 개념설명

해상에서 선박과 선박 사이에는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안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은 지역

에서는 AIS혹은 선박용 Radar를 이용하여 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육상 기지에서 그러한 정보를 포함

한 안  정보들을 수집하여 각 선박에 송한다. 육상으로부

터 송받은 안  정보는 각 장치  응용 서비스들과의 연계

를 통해 통합, 공유됨으로써 안 한 항해를 한 환경을 제공

한다.

4. 시스템 설계

기존의 ee-INS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념을 수용하기 

해서는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통합 리하기 한 기능이 필요

하다. 따라서 각 서비스별로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 송수신 모듈

을 제거하고 체 네트워크 리를 한 컴포 트와 다양한 서

비스들을 리하고 데이터 분석, 통합을 한 컴포 트가 필요

하다. 두 개의 컴포 트는 계층화 되어 서비스의 데이터 입출력

과 련된 모든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된 네트워

크와 서비스 리 컴포 트를 기반으로 개별 응용 서비스들은 

일 된 구조로 데이터 리  선박 내 외부 통신이 가능해지

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개발 하여 추가 할 수 있

다. Fig. 2는 재구성된 시스템의 구조를 확인하기 한  다이어

그램이다.

Fig. 4 Onboard Middleware Stack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Navigation을 한 육·해상에서 제공되는 

해상안 정보시스템들의 연계를 한 선내 응용 미들웨어의 

개념과 구성을 설계 하 다.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들의 통합이 이루어 질 경우 여러 해상안

 정보들에 한 근성이 좋아져 안  항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과 설계안을 수

용한 시스템을 구 하여 다양한 장비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스템 활용 방안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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