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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해양 및 해상 분야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한

안전운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나 체계를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라고 한다. 육상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해역을 구분하여 다양한 통신 장비를 이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 선박이 연안항해를 하는

해당국가의 선박에 주변의 위험물이나 안전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기술은 NAVTEX가 대표적이다.

NAVTEX는 GMDSS에 따라 운영되는 단방향 문자방

송으로, 항해경보, 기상정보, 수색구조와 같은 해상안전정

보를 모든 연안국에서 송출하도록 의무화한 시스템이다

[1].

그러나, 기존의 NAVTEX 메시지 구조는 단순하지만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든 형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비숙련자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개선하고 현대화 하는 방향으로

e-Navigation 같은 시스템이 새로 개발되고 있다[2]. 또한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레저보트와 같은 분야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해상안전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

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2. NAVTEX 메시지 출력 형태의 예

NAVTEX 메시지 구조는 메시지 시작 코드, 본문, 종료

코드의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메시지는 오직 대문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축약어를 사용해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비숙련자의 경우 평문과

축약어의 구분과 전체 문장의 이해정도가 어려워질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 두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한다.

첫 번째, 메시지의 가독력(readability)을 높이기 위해 대

소문자의 구별을 시도한다. 기존의 대문자로만 이루어 진

문장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이 쉬워 질 수 있다.

두 번째, 비숙련자가 안전 운항 정보에 대한 이해를 보

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축약어의 풀어쓰기를 도입한다.

그림 1. NAVTEX 메시지 출력 방식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NAVTEX 메시지 표현의 개선을

통해서 비숙련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기존의 표현과 비교 했을 때 보다 인

식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사용으로 해상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향후 표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거나 추가

하고,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메시지 변환 엔진의 설계와 다양한 환경에서의 NAVTEX

메시지 표현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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