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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행정보제공 표준현황

1. 항행정보제공 표준현황

수로서지 정보는 해도 정보를 보완하는 항해용 수로서지의 정보를 말하며, 전통적으로 책자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전자 수로서지)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S-100 기반의 특화된 서비스 표준개발 진행중

항해정보제공워킹그룹(Nautical Information Provision Working Group: NIPWG)
•
•
•
•
•
•
•
•
•

국제수로기구 수로업무표준와위원회(HSSC) 산하의 실무그룹
’15년 기존 수로서지표준워킹그룹(SNPWG, ’02년 ~)에서 명칭 변경
회의개최주기: 9개월
제1차: 모나코 IHB (‘15. 6. 29-7.3)
제2차: 모나코 IHB (‘16. 3. 21-24)
제3차: 한국 부산 (‘16.12.5-9)
제4차: 미국 뉴햄프셔 (‘17. 5.22-26)
제5차: 이탈리아 제노바(‘18. 3.12-16)
제6차: 독일 로스톡(‘19. 1.14-18 예정)

NIPWG 위키: http://wp12183585.server-he.de/npubwiki/wiki/index.php/Main_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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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행정보제공 표준현황
수로서지 매체변화
* NP1: 종이형태, NP2: 디지털형태, NP3: ECDIS 사용목적

• 종이 형태 (NP1) -> 디지털 형태 (NP2) -> S-100 통합 (NP3)
• NP1과 NP2는 항로지, 조석표, 등대표 등 기존의 수로서지 형식을 유지,
• NP3는 정보 특성에 따라 별도의 표준형식을 가짐(해양보호구역, 환경정보 등)

S-100 기반의 수로서지 표준 현황
S-121

Maritime Limits and Boundaries

해양 경계

S-122

Marine Protected Areas

해양보호구역

S-123

Radio Services

국제무선신호(국제신호서)

S-124

Navigational Warnings

항행경보 (WWWNW -124_SG에서 표준 개발)

S-125

Navigational Services

항로표지, GNSS , V-AtoN 등 항해 서비스(등대표)

S-126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 정보, 항로지

S-127

Traffic Management

교통 관리

S-128

Catalogue of Nautical Products

항해제품목록, 우리나라에게 표준 제안

S-129

Under Keel Clearance Management
Information

선박여유수심 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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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행정보제공 표준현황

1-2 해양보호구역 (S-122)

1. 수로서지 분야 표준현황

S-122 해양보호구역 표준 승인의 위해 HSSC에 최종 표준(안) 제출예정

S-122 해양보호구역 표준
• 해양보호구역
• 규정, 제한, 권고 그리고 항해정보
• 관리당국과 그들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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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파서비스 (S-123)

1. 수로서지 분야 표준현황

S-123 해양보호구역 표준 승인의 위해 HSSC에 최종 표준(안) 제출예정

S-123 전파서비스
• 전파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범위 형태, 주파수, 항해정보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의 내용
• 통신의 종류: 라디오통신 VHF, HF, MF, 위성통신 Inmarsat-C, Telex, Navtex, AIS, email, 인터넷, 무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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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해서비스 (S-125)

1. 수로서지 분야 표준현황

S-125 항해 서비스 표준

S-201 IALA의 항로표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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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리적해양환경(S-126)

1. 수로서지 분야 표준현황

S-126 물리적 해양환경 표준
• S-126 표준 초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확장 필요성이 논의
• 해도의 자침도, 자기 이상, 조류, 조석, 너울, 유빙 등의 정보사항 표준화 논의
• 항로지 내용 중 해양환경 주제를 선발하여 목록화 : 다른 표준에 포함되는 것들을 많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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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통관리 (S-127)

1. 수로서지 분야 표준현황

S-127 교통관리 표준
•
•
•
•

항로시스템: 항로모델은 간단한 모델
도선서비스
해상교통관제서비스
선박보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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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사안전정보 vs 항행경보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구성요소

2. 항행경보 표준(S-124)

해사안전정보(MSI)와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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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항행경보 업무절차

2. 항행경보 표준(S-124)

자료 제공처

국립해양조사원 업무 흐름도
항행경보 수신 및 발령 문서
항행경보 국문/영문 문서 작성
상설/비상설 구역 해도정보 입력

해양경비안전본부

항행경보 관리시스템
항행경보 관련해도 검색
항행경보 이력관리/전송

메일
팩스

내부 결재

문자
육/해/공군

문서

항행경보 발령 및 전파
국립
해양조사원

국방과학연구소

…
 해난사고구역
 해상위험물
 해양사격훈련구역

항행경보 상황판
조사원 홈페이지
전자문서/FAX

관계기관
(방송국 등
46개기관)

SMS/항행정보APP

해외

NAVAREA 조정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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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경보
이력DB

해도DB
(연계)

항행경보 상황판 등록
조사원 홈페이지 등록

2-3 S-124 표준 내용(1/2)

2. 항행경보 표준(S-124)

S-53
Part

전문
Preamble

경고
Warning
후기 Postscript

S-124
Extention

No.

S-124 Draft

Message Elements

Sample

FeatureType
WarningPart

InformationType
InfoPart

1

Message series Identifier

2

General Area

3

Locality

4

Chart Number

5

Key Subject

6

Geographical Position

7

Amplifying Remarks

MISSING

●

8

Cancellations Details

-

●

NWPreamble

NAVAREA XIII 145/09

●

SEA OF OKHOTSK

●

WESTERN PART

●

CHART____(INT____)

●

ISOLATED DANGER BUOY

●

54-49.9N 142-04.1E

●

graphic

●

fixdDateRange

●

schaduleByDoW

●

periodicDateRange

●

●
●
●
●

areaAffected(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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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124 표준 내용(2/2)

2. 항행경보 표준(S-124)

S-124 표준(초안)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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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Nav 와 S-124 관계

2. 항행경보 표준(S-124)

한국형 e-Nav 기술개발 사업내용
핵심과제

세부과제 및 최종목표
종합상황인식 및 대응기술 개발
한국형 e-Nav 서비스 개발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IMO e-Nav 필수 서비스 개발

관련 표준



사고취약선박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

-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



최적 안전항로 지원서비스

-



소형선박용 전자해도 서비스



도선사 / 예선 지원 서비스



해사안전정보서비스 기술개발



항해간행물서비스 기술개발



해상기상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수로 및 해상환경 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S-101
S-124
S-125, 126, 127, 128
S-412
S-104,111,112

해사 Cloud 활용 항행경보 전송
최적 항해계획 지원

항로기반 항행경보 수신

• 항행경보 활용 최적항로의
계획 지원

• 선박의 위치에 해당하는
항행경보사항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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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위험물 충돌/좌초 경고
• 충돌이나 좌초 등의 위험
상황을 경고

2-6 S-124 표준 대응전략

2. 항행경보 표준(S-124)

항행경보 제공 위한 단계별 표준화 추진



국제표준 선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및 제안

IHO WWNWS에서는 S-124 표준 승인 시기
2017~2018년으로 계획



‘16년 요구사항분석/설계
‘19년까지 개발/시험,
’20년 상호운영성 평가 일정계획



S-124CG에서는 표준 초안에 따라 각 국가별로
테스트 데이터 작성을 통한 의견 수렴 중

현재 IHO의 S-124CG에는 우리원 2명이 활동
중이며 국내 항행경보 특성에 따른 의견 제안
필요

▷ S-124 표준화 이후 실제 현장 적용 첫 사례 예상

▷ S-124 표준화와 한국형 e-Nav 사업 병행에 따른

▷ 한국형 e-Nav는 소형선박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한

조사원 대응 기간 매우 짧아

응용사례 발굴 가능

▷ 초안 단계부터 S-124 표준의 면밀한 동향분석 필요

▷ 현재 우리원 제공 및 향후 예상되는 항행경보 응용

▷ 우리원 및 e-Nav사업단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필요

사례에 대한 테스트베드 운영 및 결과 제안

▷ 업무체계를 포함한 단계별 표준화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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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128 표준 추진경과

3. 항해제품목록 표준(S-128)

•

수로도서지목록의 표준화 추진

•

IHO의 NIPWG(Nautical Information Provision WG)에 표준화 초안 의제 제출

항해제품목록 표준화 추진
• 현재 각 수로국에서 간행되는 수로도서지 구분
- 종이형태 : 해도 및 수로서지(항로지, 등대표, 조석표, 해상거리표 등)
- 전자형태 : ENC전자해도 및 전자서지(디지털 등대표, 디지털 무선신호서 등)

• 국가별로 간행되는 수로도서지(해도 및 항해서지 등)이 각각 다른 형식과 종류로 간행되어 사용자가 업데이
트 현황, 자료 배포 및 교환에 어려운 실정
- 해도와 항해서지 등 항해 간행물은 각 수로국 마다 다른 종류와 형식으로 간행 ·관리되며, 종이 형태 간행물
은

사용자가 최신 정보(업데이트 현황) 파악하기 어렵고, 자료의 교환 시에도 최신 자료 확보 및 적용하기에 어
려움
- 종이해도와 전자해도 비교 시 경계(Coverage)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한 개의 종이해도와 여러 개의

전자해도를 비교·확인 해야 하므로, 사용하는데 불편함
- 서지 형태의 간행물은 생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자 형태의 간행물은 사용자가 자료 분석· 정보 추
출시

수로국 마다 형식이 각각 달라 사용자가 자료 검색 및 분석과 사용하기에 쉽지 않음
- 종이해도와 전자해도 비교 시 경계(Coverage)설정이 다르며, 관리자 측면에서 오류 수정 및 관리 필요성 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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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128 표준 추진현황(1/2)

3. 항해제품목록 표준(S-128)

KHOA / IHB 주요 활동 현황
• 2014년 : GIS 시스템에 S-11 Part B를 이전하는 공동기술 프로젝트 시작
: NIPWG 에서는 안전항로계획과 선박항해 보호를 위한 최신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항해간행물
정보를 다룸
• 2015년
: 웹 매니저를 개발하여 시험 운영
: NIPWG에 항해제품 목록을 S-100 표준 기반의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제안(2015년 11월)
• 2016년 초 : 공식 오픈
: 국제해도(INT Chart)에 대한 간행정보의 표준관리체계를 우리원과 구축 및 운영 사례
<INT 차트 웹 시스템-일반사용자>

<INT 차트 웹 시스템-관리자>

<S-11 Part B 시스템 자료 현황>

* HSSC(Hydrographic Services and Standard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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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128 표준 추진현황(2/2)

3. 항해제품목록 표준(S-128)

수로도서지 목록 종류별 구분 및 표준화 단계
• IHO는 국가별로 관리하는 항해간행물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함에 따라 항해간행물의 형식과
내용을 국제표준으로 규정 (예 S-4, S-11)
• 수로도서지목록의 관리에 있어서 표준자료 교환체계 수립에 의의
• S-128 수로도서지목록 제품 표준화 단계별 작업 내용

<S-128 수로도서지 목록 표준화 단계>

<수로도서지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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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128 표준 추진현황(3/4)

3. 항해제품목록 표준(S-128)

각 수로국 및 관계 기관들 간의 수로서비스 종류와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정보 교환

• 수로도서지 목록 표준화를 위해 각 수로국 및 관계 기관들 간의 수로서비스 종류와
해도 및 수로서지 목록과 간행 현황에 대한 정보 교환과 정보 제공 필요
• IHO에 표준화 제안을 통하여 항해제품목록 표준화 부분에 우리원의 적극적인 활동 요구
• 수로도서지 목록 표준화에 NIPWG 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통하여 수로도서지목록
부분에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 확보 필요
• e-Navigation 사업 진행 현황 및 변화 추이 파악
• e-Navigation MSP(Maritime Service Portfolio)
MSP5

Maritime Safety Information (MSI) service

해사 안전 관련 정보 서비스(항행경보 포함)

MSP11

Nautical Chart Service

항해용 해도 서비스

MSP12

Nautical Publication Service

항해용 간행물 서비스(수로서지)

MSP15

Real-time Hydrographic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Services

실시간 수로 및 환경정보 서비스 (항계안전 시스템 등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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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128 표준 추진현황(4/4)

3. 항해제품목록 표준(S-128)

향후 항해목록 표준화를 위한 수로도서지목록의 검증 및 승인 부분의 절차 단계 고려
• 모든 항해간행물 현황과 IMO e-Navigation 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항해간행목록의 명확한 범위 설정 필요
• 표준 개발을 위한 개요 및 샘플 데이터, DCEG, 제품에 대한 상세한 작성 필요
• 테스트 환경을 통한 제품 테스트 및 품질 검토
• S-128 제품 검토 및 승인 단계 고려
• 향후 제작될 다양한 제품을 어떻게 목록화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

20

3-6 S-128 표준 응용스키마

3. 항해제품목록 표준(S-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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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128 시범데이터

3. 항해제품목록 표준(S-128)

• S-128 표준에서의 전자해도

• S-128 표준에서의 종이해도
22

4-1 수로서지 분야 표준 향후방향
S-124 항행경보 표준
 S-124 표준을 한국형 e-Nav에 적용

S-128 수로도서지목록 표준
 2018년 3월 S-128 응용시키마를
시안으로 수용
 S-128 표준문서 작업을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NIPWG의 우선과제로 선정
 (1) 표준 초안 제출
(2) 회원국 의견 수렴
(3) 표준 초안 보완

S-126 해양환경정보 표준
 해양환경정보의 묘화(기호, 색상 등)
업무를 한국이 담당
 해황예보도제작 기술을
해양환경정보 표준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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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