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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was launched in 2010 with
three payloads that include Ka-band communication payload developed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and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This study
introduces a real-time remote vessel monitoring system built in the Socheongcho Ocean Research Station
using the Ka-band communication satellite. The system is composed of three steps; real-time data
collection, transmission, and processing/visualization. We describe hardware (H/W) and software systems
(S/W) installed to perform each step and the whole procedure that made the raw data become vessel
information for a real-time ocean surveillance. In addition, we address functional requirements of H/W
and S/W and the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The system is now
successfully providing, in near real-time, ship information over a VHF range using AIS data collected in
the station. The system is expected to support a rapid and effective surveillance over a huge oceanic area.
We hope that the concept of the system can be fully used for real-time maritime surveillance using
communication satellite in future.
Key Words : Ship monitoring, real-time, system, Ka-band, COMS

요약 : 2010년 발사된 천리안 위성에는 3개의 탑재체가 있으며, 그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전자통신연구원

에서 개발한 Ka-band 통신 탑재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구축한 실시간 원

격 선박 모니터링 체계를 소개한다. 이 체계는 실시간 자료 수집, 실시간 자료 전송, 실시간 자료처리/가시

화, 크게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논문에서는 각 단계 수행을 위해 설치한 H/W와 개발한 S/W 내역,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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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0년 발사된 천리안 위성에는 3개의 탑재체(통신,

기상관측, 해양관측)가 있으며, 그 중 미래창조과학부

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Ka-band 통신탑재체가

있다. 이는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탑재체 시스템의 수명은

In Orbit Test (IOT) 이후 최소 7년, 탑재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및 서브 시스템에 대한 설계 수명은 최소 12

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신위성의 개발 과정, 세부 사

양 및 실험 결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행연구에

서 확인할 수 있다(Lee et al., 2011). 현재 여러 공공기관

들을 대상으로 천리안 위성의 Ka-band 통신 탑재체를

이용한 위성 통신 시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Wang

and Oh, 2013). 이러한 공공 시범 서비스 운용을 통해 차

세대 VSAT 제공됨에 따라 Ka-band 활용도는 더욱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 위성의

Ka-band 통신탑재체를 이용하여 해양과학기지에 설치

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시스템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으로부터 상시 수집되는 선박 정보를 준실

시간 전송하여 원격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AIS는 선박의 제원과 위치, 속력 등 운항정보를 선박

-선박/육상간에 자동 송수신하는 장치로써, 선박의 항

해안전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

(IMO)가 추진하는 의무사항이다. 시계가 좋지 않은 경

우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변 상황

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 AIS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타선의 존재와 진행 상황 판단이 가능하여 선박 충돌 방

지, 수색 및 구조지원,조난 선박의 수색 및 구조 활동 등

안전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연

안해역의 관제, 선박통항관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AIS 정보를 이용하여 많은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Kim et al., 2013; Lee, 2014; Hong

and Yang, 2014).

효율적인 해양 감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

해서는 이러한 AIS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

하는 연구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으나(Lee, 2008), AIS 에

서 상시 수집되는 자료의 실시간 전송을 통해 원격에서

실시간 처리/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해양과

학기지와 같이 원활한 자료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망을

구축 또는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본 연구에서

구축한 통신위성 기반 실시간 체계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향후에도 통신위성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것을 감

안할 때 이러한 통신위성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차세대 민관방송통신위성의 해양분야 통신활용 방향

도출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 논문에서는 천리안 통신위성을 이용한 준실시간

원격 선박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결과를 기술한다. 이 체

계는 크게 실시간 자료 수집, 준실시간 자료 전송, 실시

간 자료처리/가시화, 크게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논문

에서는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한 H/W와 개발한 S/W

내역, 그리고 실시간 자료 수집에서부터, 준실시간 전

송, 실시간 처리 및 가시화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위해 각 단계에서 요구

되는 H/W 및 S/W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구축 시 고려

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2장에서는

각 단계 수행을 위한 H/W와 S/W의 설치 내역 및 수행

기능에 대해 기술하며, 3장에서는 해당 H/W와 S/W의

요구 사항, 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4장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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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료 수집에서부터, 실시간 전송, 실시간 처리 및 가시화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위해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H/W 및 S/W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현재 해당 체계를 이용하여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 설치된 AIS로부터

수집되는 선박자료를 준실시간 전송하고, 과학기지 주변 해역의 원격 선박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는 효율적인 해양 감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이러한

통신 위성 활용 체계는 향후 차세대 민관방송통신위성의 해양분야 통신활용 방향 도출에 있어 매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준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Fig. 1은 본 연구에서 구축한 천리안 통신위성 기반

준실시간 원격 선박 모니터링 체계의 전체 구성도를 나

타낸다. 자료의 실시간 수집부터 천리안 통신위성을 이

용한 자료의 준실시간 전송, 그리고 모니터링 서버에서

수행하는 실시간 자료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흐름

을 보여준다. 전체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자료수집 단계로써 현장

에 고정 설치한 장비를 PC1(자료수집현장서버)과 연결

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

계는 준실시간 자료전송 단계로써 PC1에 수집되는 자

료를 FTP 서버를 거쳐 PC2(모니터링서버)로 실시간 전

송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PC2에 전송

되는 자료의 실시간 처리를 통해 선박 위치, 속성정보

등을 전자해도 기반 프로그램에 표출함으로써 현장관

측자료를 실시간 가시화하는 단계이다.

1) 실시간 자료 수집

실시간 자료수집 단계는 실시간 원격 선박 모니터링

체계의 첫 번째 단계로서 현장에 고정 설치한 장비를 이

용하여 현장관측자료를 상시 수집하는 단계이다. 본 연

구에서 구축한 모니터링 체계는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주변의 관측자료 실시간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g.

2와 같이 해양과학기지 상단에 AIS 및 FMCW 레이더

장비를 고정 설치하였다. 설치된 장비는 상시 운용되며

AIS 안테나와 레이더 장비를 통해 수집된 주변해역의

관측자료가 장비와 연결된 H/W(Fig. 1에서 PC1)를 통

해 실시간 수집된다. Fig. 2는 현장에 설치한AIS 안테나,

수신기, 그리고 레이더를 나타내며, Table 1~3에 각 장

비의 제원을 차례로 나타냈다.

Construction of real-time remote ship monitoring system using ka-band C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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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IS antenna and receiver, and FMCW RADAR.

Fig. 1. Real-time remote ship monitoring system based on communications satellite.

Table 1. Properties of AIS antenna
Item Description
Model RA1225

Antenna Length 2.4 m
Frequency Range 156 - 162 MHz

Gain 6 dB
Max Input Power 100 W
Construction Glass Reinforced Polyester



수신되는 자료는 현장 서버(PC1)에 수집하기 위해

자료 수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Fig. 3과 Fig. 4에 AIS

와 레이더 자료 수신 프로그램을 각각 나타냈다. 현재

AIS 안테나 및 레이더 장비로부터 수신되는 선박정보

는 30초 단위로 저장된다.

2) 준실시간 자료 전송

실시간 자료전송 단계는 실시간 원격 선박 모니터링

체계의 두 번째 단계로서 현장 서버(PC1)에 실시간 수

집되는 선박자료를 FTP서버를 통해 모니터링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 원격 자료 전

송을 위해 천리안 위성통신망을 활용하였다. Fig. 5에 천

리안 통신위성을 이용한 준실시간 자료 전송 개념도를

나타냈다. 현장관측자료가 상시 수집되는 PC1은 랜선

을 통해 스위칭허브와 직접 연결되며, 이는 모뎀을 통

해 위성통신 안테나 신호를 이용하여 자료 전송을 가능

하게 한다. 전송된 신호는 VSAT Hub를 통해 수신되며

이를 통해 FTP 서버로 자료가 전송된다. 그림 우측에는

중심국 Hub 시스템을 나타냈다. 이러한 통신위성 기반

신호 전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Wang and Oh, 2013), Table 4에는 원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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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ule for real-time RADAR data collection.

Fig. 3. Module for real-time AIS data collection.

Table 2. Properties of AIS receiver
Item Description
Model NAVIR 300

Data Type (receiver case) Class-A, B
Frequency Range 161.975 MHz, 162.025 MHz
Channel Bandwidth 25 KHz
Sensitivity -107 dBm
Power Supply AC 220 V, DC 24 V

Electrical Interface RS-232, RS-422

Table 3. Properties of RADAR used
Item Description

Transmitter Frequency X-band (9.3 to 9.4 GHz)

Radar Range 0.05 km to 44.45 km 
with 17 range settings

Plane of Polarization Horizontal polarization
Horizontal Beam Width 5.2˚ +/- 10% (-3dB width)
Vertical Beam Width 25˚ +/- 10% (-3dB width)

Power Consumption
Operation: 18W
Standby: 2 W

Rotation 24/36 rpm
Scanner Weight (no cable) 7.4 kg



전송을 위한 세부 사양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자료 전송을 위

해 Fig. 6과 같이 FTP 자료전송 모듈을 개발하였다. 해

당 모듈의 기능은 크게 자료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 자료 저장 디렉토리 설정 기능

등 자료 전송과 관련한 세부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FTP 자료전송 모듈에서 업로드 기능은 현장 PC의 자

료를 FTP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 다운로드 기능은 FTP

서버의 자료를 모니터링 PC로 전송하는 기능이다. 이

체계의 경우 위성 통신 접속이 가능한 FTP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네트워크 전송과는 차이점이

있다. 과학기지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한 네트워

크 통신 제약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위성과 접속이 가능

한 FTP 서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장 PC에 설치된

FTP 모듈은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일정시간(자료수

집주기)마다 현장 PC에 저장되는 관측자료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자료 수신이 확인되면 FTP 서버로 실시간 전

송한다. 한편, 모니터링 PC에 설치된 FTP 모듈은 다운

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일정시간(자료수집주기)마다

FTP 서버에 업로드 되는 관측자료를 자동으로 확인하

고, 업로드 완료가 확인되면 모니터링 PC로 실시간 다

운로드 한다.

3) 실시간 자료 처리/가시화

실시간 자료 처리/가시화 단계는 실시간 자료 전송

단계를 통해 모니터링 서버(Fig. 1에서 PC2)에 전송된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선박의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사용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화 하

는 단계이다. 모니터링 서버에 수신되는 선박 자료는 원

본 자료이므로 Fig. 7과 같이 암호 해독과정을 거쳐야 한

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 제시한 규정(Recommendation ITU-R M.1371-4)

에 따라, ASCII 코드를 바이너리 자료로 변환 후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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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agram of real-time data transmission using Ka-band COMS.

Table 4.  Specification of Ka-band communication satellite used
for data transfer
Item Description
Band Ka-band

Bandwidth 6MHz
Transmission speed 4Mbps

Fig. 6. FTP module for real-time data transfer.



규정을 참고하여 선박의 정보들을 추출한다.

실시간 자료 처리를 거쳐 선박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전자해도 기반 프로그램에 가시화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Fig. 8는 모니터링 서버에 수신되는 관

측자료의 실시간 처리를 통해 선박정보가 가시화된 화

면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박의 위

치 정보들이 전자해도 상에 표출되며, 특정 선박을 선

택하게 되면 좌하단과 같이 해당 선박의MMSI, 위치좌

표, 이름 등 세부 속성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3. 단계별 요구사항

이 절에서는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H/W와 S/W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원

격 선박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기술한다.

1) 실시간 자료수집

먼저 현장관측장비의 경우 실시간 자료 수집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상시 작동(non-stop operation)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과 테스

트가 이루어 지지 않은 일반 장비의 경우 해양과학기지

의 환경적 특성 또는 무리한 장비 작동으로 인해 관측

도중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장비 작동이 멈추는 현

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경우에 초기에 설

치한 선박용 AIS 수신기의 경우 이러한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장비 작동에 문제가 발생했다. 장

비 전문가와 방문하여 여러 가지 오류 요인을 테스트 한

결과를 토대로, 기지 설치에 적합한AIS 수신기(Table 2)

로 교체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상시 관측자료 수집

을 진행 중이다.

자료수신 모듈의 경우 또한 실시간 자료 수집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상시 작동(non-stop operation)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상시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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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al-time ship information visualization.

Fig. 7. Example of procedure of AIS data decoding.



간의 관측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문 전 중장기간에 걸

친 S/W의 테스트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선박 자료 수집 모듈의 경우 자료 수집과 처리/가시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모듈로 구성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이러한 기지 설치용 S/W의 경우 안정성이

최우선이므로 최소한의 기능 즉, 자료 수집 기능만을 탑

재하여 작동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2) 준실시간 자료 전송

실시간 자료 전송을 담당하는 FTP 모듈 또한 상시 작

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

로 중장기간에 걸친 테스트와 수정을 통해 안정성을 높

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료의 안정적인

전송을 고려한 최적의 자료 수집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신 자료를 30초 간격으로 파

일 저장하는 경우, AIS 자료는 약 4~45 KB, 레이더 자료

는 약 2,500 KB 정도 용량의 파일이 생성되었다. 위성의

송신속도(4 Mbps)를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더 짧은

주기로 자료 전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험한 결과

10~20초 정도의 주기로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간헐적으로 자료 전송 딜레이 현상이 발생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규격상의 속도와 실제 속도

와의 차이, 위성 딜레이 등으로 발생한 현상이라 판단

된다. 원격 모니터링의 활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료

수집 주기는 짧을수록 좋으나 자료의 안정적인 전송이

선행이 되어야 하므로, 중장기간 테스트를 거쳐 안정적

인 자료 전송이 가능한 최소 주기를 최적의 자료 전송

주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30초 주기로 자료를 수집, 전송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장 및 모니터링 PC, FTP 서버 내의 자료

축척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특히, 현장 및 모니터링 PC

에 비해 가용 용량이 제한적인 FTP 서버의 경우 상시

확인이필요하며또는전송이완료된자료의경우FTP 서

버에는남기지않고삭제하는기능을고려해볼수있다.

3) 실시간 자료 처리/가시화

실시간 처리/가시화 모듈 역시 중장기간에 걸친 테

스트와 수정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한다. 현장에서 관측자료가 수집되는 시점과 최대한

근접한 시간에 사용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빠른 속도로 자료를 처리하고 가시화하는 기능이 필수

적이다. AIS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리 속도에 큰 문제가

없으나, 레이더 자료의 경우 선박 정보 추출 과정에 따

라서 상당한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환경 선택(Visual studio C++), 효과적인

마스킹, 노이즈 제거 과정이 필요하다.

처리된 자료로부터 추출한 선박 위치 등은 전자 해도

상에 디스플레이 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선박의 속

성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

과 마찬가지로 자료 처리/가시화의 경우 수집 기능부

터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체계에서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처리 또는 가시화 기능

으로만 구성된 독립된 모듈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천리안 통신위성을 이용한 준실시간

원격 선박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결과를 기술하였다. 체

계를 구성하는 단계를 크게 3가지, 1. 실시간 자료 수집,

2. 준실시간 자료 전송, 3. 실시간 자료처리/가시화로 구

분하고 각 단계 수행을 위해 설치한 H/W와 개발한

S/W 내역, 자료 수집에서부터 가시화까지의 전체 흐름,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H/W 및 S/W의 기능적 요구사

항과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기술하

였다. 해양과학기지의 환경적 특성, 24시간 상시 구동,

위성통신을 이용한 실시간 처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

존의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고려했던 것 이외에 다

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H/W 전문가와 S/W 전문가간의 협업을

통해 중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테스트와 오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현재AIS 관측자료의 경우 실시간 수집부터, 전송, 처

리/가시화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구축된 체계를 통해 해양과학기지 주변의 선박 정보를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통신위성의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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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하였다. 단, 레이더 관측자료의 경우 실시간

수집, 전송까지는 정상작동하고 있으나, 실시간 처리/

가시화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레이더 처

리 부분의 보완 및 위성 자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소형

선박 등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

획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체계는 우리나라 위성을 이

용한 해양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중

요한 의의를 가지며, 또한 현재 기획 중인 2022년경 차

기 정지궤도 민관통신방송위성 등 향후 통신위성 활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향후 해양감시 분야에 있어 매우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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