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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 개발에서는 육로가 아닌 바다에서의 해양 환경 상태와 어선의 운행 시 사고 영상을 저장 확인할 수 있는 소형 어선용 

영상저장 및 환경 데이터 저장 Set-top Box를 개발하고자 한다. 소형어선들은 매우 필요하나 장비의 고가로 인하여 구축하기가 

어려워 저가의 장비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해양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 방식과 접목하여 사고나 

위험한 상황 시 해양경찰이나 관제센터로 영상 및 데이터를 전송하여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해양 환경정보 및 각 선박들

의 안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셋톱박스(set-top box), 해양사고(marine accidents), 탐색구조단말기(EPIRB)

I. 서 론

해양사고는 그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으나 

대부분의 소형 어선들은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형어선용 차세대급 해양교통 관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양

한 해양 선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각 선박에 장착되는 영상카메라, GPS, 수질센서, 환경센서, 
압력센서 및 날씨정보 등등의 다양한 센서 정보를 통해 해양 환경

을 모니터링 함으로서 국가 사회적으로 그 기여도가 매우 클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고가의 선박에서만 제공되는 다양한 facility들

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개발함으로서 소형 선박들도 

보다 안전한 해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발의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될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되는 첨단 센서

기술들과 이를 취합할 수 있는 복합형 셋톱박스(set-top box)를 기

반으로 하는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

궁무진하므로 경제 산업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1].  

II. 관련 연구

1. 국내 동향

ETRI는 해상 조난 시 빠른 인명 구조를 위한 선박용 조난신호 

자동 발신 장치 '2세대 탐색구조단말기(EPIRB)'가 국제인증기관

인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로부터 국제인증을 취득

했다. 국제 인증을 취득한 2세대 EPIRB는 기존 1세대 EPIRB에 

보다 정확도를 5㎞~7㎞에서 50m 이내로 향상시켰으며 가격도 

80% 이하 수준으로 낮췄다. ETRI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상용화에 

성공한 ㈜SRC는 우선적으로 시장규모가 가장 큰 중국으로부터 

2010년 2월에 형식 승인을 받아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에 나섰으

며 유럽에서도 형식 승인을 받아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

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해상 조난통신기기인 EPIRB의 

오작동 방지기술과 방수시험장치를 개발, 특허권을 획득했다. 전

파연구소 소속 공무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EPIRB의 오작동이 주

로 마그네틱스 위치가 폭풍·진동 등으로 이탈되면서 발생되고, 성
능검사 시 미세균열을 통한 침수를 검사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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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발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길이 24m이상 선박 약 5000여척

에 EPIRB가 탑재돼 있다. 그러나 오발사율이 90%를 상회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한 기술이다[2].

III. 본 론

선박속도, 선박위치, 선박정보(가속 및 감속, 엔진회전속도)를 

초당 15회 이상 저장하고, 영상 8채널과 음향 1채널을 초당 30 
frame 으로 2시간 이상 저장하는 장치로, 저장매체는 내구성이 강

한 Flash Memory를 이용하여 저장한다. 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

터들은 GPS로부터 수신하는 시간정보와 함께 저장되어 기록된 

정보들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으며, 만약 GPS 시간정보를 수

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체 내장된 시계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내부 시계는 GPS 시간 정보에 의해 수시로 보정

하도록 하여 항상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영상데이터의 

경우 저장과 동시에 4채널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

도록 하며, 수시로 시스템의 고장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스템 자

체 테스트를 통해 시현 결과를 사용자로 하여금 확인해 볼 수 있

도록 그림 1. 과 같이 설계 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

Fig. 1. System Architecture

Item Description

CPU
- ARM 920T & ARM 940T

- Internal clock speed : each 200MHz

Compres

sion

- H/W H.264, - Support HD resolution

- Performance : HD/4ch

Video 

Input

- Composite Video Input (4 input), - CCIR-656 4:2:2

- Use to Video 4Channel Quad, - RCA Input

Video 

Output

- Composite Video Output (1 output)

- Play Video out enable, - Real time display out enable

Console
- RS-232 (Debug), - UART : 1ea

- Data transmission and reception rates of 15,200bps

Communi

cation 

Interface

-GPS(SHRF 3), -HSDPA to USB, -Wi-Fi to USB

-Local Area Network(TCP/IP)

Data 

Memory
- USB memory stick, - USB External Hard Disk

Sensor - Wired Sensor / Wireless Sensor, - 6 input

Relay - Terminal Type, - DC +12V interface, - 4 output

OS - Embedded Linux 

RF 

Module
- ZigBee or Bluetooth or Wi-Fi

표 1.  시스템 스펙

Table 1. System Specification

IV. 결 론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바다 사고의 위험성과 초기 대응의 실수

가 빚은 엄청난 결과를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대형 여객선이나 어선들은 기본

적인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가 구축되어져 운행되어지고 있으나 소

형 어선들은 장비가 고가인 관계로 구축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물을 저가형으로 공급하여 바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가져온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바다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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