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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해양 통신
 전 세계적으로 소형 선박의 수를 감안했을 때 , 약 40 km 이내의
선박 집중도는 80% 이상 점유하는 것으로 예측 [1]
 우리나라 등록 선박 84,522 척 중 99% 가 연근해 운항 선박 및 소형 어선으로 해양 사고
의 89%( 최근 5 년간 전체 해양 사고 약 4,500 건 ) 를 차지 [2]
 하지만 , 5 톤 미만 어선 → 통신 설비 (VHF 무선전화 , 자동식별장치 ) 가 미비 [2]

[1] 한국방송통신진흥원, “디지털 해상통신 기술 개발 동향과 그 미래” , 2014년 1월
[2] 해양수산부, “2015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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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해양 통신과 무선 통신 기술
 Wi-Fi, Bluetooth, LoRa 등 육상 환경에서 널리 쓰이는 WLAN, WPAN,
LPWA 기술을 연근해 해양 통신에 활용
 문제점 : 제한적인 통신 반경(Coverage)과 안정성 등
 해상 환경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충분한 물리 인프라(해양구조물)가 존재
 13개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에서 관리, 총 4771 개 (2015년 6월 기30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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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해양 통신 관련 연구 수행 사례 (1)

e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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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사례 (1) – 항만 무선 네트워크
현재 무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발전 방향

통신 안정성 및
이동성 지원 취약

서비스 범위 및 대상 확대
이동성 지원 강화
복합 서비스 제공
주변 도로 및 해상 등으로 서
비스 범위 확대  고정 인프
라의 설치가 어려움

재전송 프레임 비율 50% 이상

서비스 대상의 이동성 높음
이동성 지원 강화,
이동하는 선박이나 차량간
네트워킹 필요

항만물류 응용에 필요한
여러 기능을 복합 제공

식별

위치 추적

양방향 통신

불안정한 이동간 접속 AP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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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사례 (1) – 항만 무선 네트워크
 광양항 배후 단지 고정형 메쉬 네트워크 구축
 배후 단지에 네트워크 인프라 부재 –> 무선 메쉬 네트워크 필요, 2011년 5월 설치
 서비스 범위, 통신 용량 등의 측면에서 우수함
 독립 네트워크로 구동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 네트워크와 연동하면
광양항 네트워크 장비 오류 발생 : 방송 패킷 처리 과정에 버그가 존재
 즉각적인 원인 파악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사용 중단 : 대학 단독 제품 개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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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사례 (2) – 해양 WiFi 네트워크

목적 : 무인선박 제어 및 교량 주변 화면 모니터링을 위한
메쉬 네트워크 구축

목적: 무인 선박 제어 및 해양 센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
동형 메쉬 네트워크 구축

• 시간/장소: 2009. 09. 14/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

• 시간/장소: 2010. 05. 10~14/ 독도 남서쪽 바다

• 실험 구성: MobileMesh 2대 1:1 연결, 모터 제어를 위
한 AVR 보드를 갖춘 소형 모형 선박 (부산대 조선공학
과 대여), 카메라, GPS수신기

• 실험 구성: MobileMesh 2대 1:1 연결, 부산대 조선공학
과와 협력하여 자체 개발한 태양열 전지 기반 무인선박,
카메라, 가속도 센서, 해양데이터 센서, 태양열 전지

• 통신 반경: 500m 이상

• 통신 반경/ 선박 속도 : 400m/ 20Km/h

• 실험 시나리오

• 실험 시나리오

- 메쉬망을 통한 500미터 반경 내에 해안 모니터링 확인
- 수동/자동 모드를 지원하는 무선 선박 조정 프로그램

• 평가 :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음.

- 무인선박에서 수집한 해양 데이터를 메쉬를 통해 전송
- 스마트폰(가속도, 방위각)을 활용하여 선박 제어

• 평가 : 무인 선박 자체의 운항 능력 한계로 실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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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사례 (2) – 해양 WiFi 네트워크
해상 환경을 고려한 장거리 Wi-Fi
① 해양대-오륙도 간 고정 3.8km
② 해양대-유람선 간 최장 2.2km
③ 오륙도-유람선 간 최장 5.5km
위 상황에서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거리 기
술

유람선 이동에 따라 링크 상태의 변화를
고려한 핸드오버 기술

③ 5.5km
② 2.2km

Wi-Fi 서비스 지역 이탈 상황을 고려한
수직 핸드오버 기술
유람선의 이동 경로 상에는 장거리 Wi-Fi 기술만
으로 서비스 할 수 없는 지역이 존재
반대로, 서비스 불가 지역에서 서비스 지역으로의
진입 상황이 존재
해양대
오륙도

위 상황을 고려한 LTE/Wi-Fi 핸드오버 기술

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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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사례 (2) – 해양 WiFi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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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사례 (2) – 해양 WiFi 네트워크
 해양조사원 – 남해로호 연근해 WiFi 통신 실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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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험 연구 (1) – WIFI 링크 특성 분석
선체운동과 수신신호와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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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운동
 선체 운동에 따른 무선 링크 안정성 저하
 바람과 파고, 선박의 이동 등
 선체 운동은 안테나의 흔들림 유발  무선 신호 수신 불안정, 링크 안정성 저하로 이어짐

 선체 운동 세부 구분 – 축 운동: Roll/Pitch/Yaw; 축 이동 :Heave/Sway/Surge
 축 이동/병진운동 : 전후동요 (Surge), 좌우동요 (Sway), 상하동요 (Heave)
 축 운동/회전 운동 : 횡동요 (Roll: X 축), 종동요 (Pitch: Y 축), 선수동요 (Yaw: Z 축)

 선체 축 운동/회전 운동 데이터의 수집
 SBG IG-500N 자이로센서 활용
 Roll/Pitch/Yaw 정보 확보
 축 이동 정보 확보 불가, 영점 조절의 한계

선체 운동에 따른 링크 안정성 개선 접근법
 스마트 안테나와 안테나 안정기 (Antenna Stabilizer)

 해상 환경에서 위성 통신을 위해 안테나 안정기 널리 사용
• 위성 TV, 인말새트, VSAT 등의 서비스 / 제조사: Sea tel, Intellian, TracPhone, KNS 등
• 허용 최대 선체 운동: Roll 25 도, Pitch 15 도

 고가 장비

 본 연구의 접근법
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선체운동이 수신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② 고가의 안테나 장비 없이 링크 안정성을 개선하는 방안 도출

실험용 통신 장비 프로토타입 개발
 유형
 독립형 : 임시 가설용 이동 측정에 용이 , 안테나 높이는 약 4 m 까지 조절 , 10 시간 운용 , 고정 불가
 육상 고정형 : 외부 전원 인가 , 다양한 형태 안테나 연결 , 안테나 높이 조절 불가 , 설치의 어려움
 선박형 : 태양열 이용 , GPS 수신기 , 자이로센서 , 설치 위치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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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수행 내역
 육상과 해상의 다양한 환경과 구성에서 실험 수행
 섬 - 섬 링크 경우 LOS 보장되는 지역 선정의 어려움
 선박 협조 및 육상 기지국 확보에 어려움
 기존 연구들에 비해 샘플 및 수행 내역이 많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데이터로 판단
• 테스트 베드 구축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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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섬 링크 : 임랑 해수욕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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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선박 링크 : 해운대 청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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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선박 링크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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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링크 성능 분석과 Link Budget
 Link Budget
 수신 신호 세기를 계산을 통해 예측 : 안정적 무선 통신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

 수신 신호 (dBm) = 전송 출력 (dBm) + 이득 (dB) – 손실 (dB)
 𝑃𝑃𝑅𝑅𝑅𝑅 = 𝑃𝑃𝑇𝑇𝑇𝑇 − 𝐿𝐿 𝑇𝑇𝑋𝑋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𝐺𝐺𝑇𝑇𝑇𝑇 − 𝑳𝑳𝑷𝑷𝑷𝑷𝑷𝑷𝑷𝑷 + 𝐺𝐺𝑅𝑅𝑅𝑅 − 𝐿𝐿𝑅𝑅𝑋𝑋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𝑳𝑳𝑷𝑷𝑷𝑷𝑷𝑷𝑷𝑷 : 해상 경로 손실 (Path Loss) 모형의 개발, Log Distance Model
 𝑳𝑳𝑷𝑷𝑷𝑷𝑷𝑷𝑷𝑷 = 𝑷𝑷𝑷𝑷 𝒅𝒅𝟎𝟎 + 𝟏𝟏𝟏𝟏

𝒅𝒅 𝜶𝜶
× 𝒍𝒍𝒍𝒍𝒈𝒈𝟏𝟏𝟏𝟏
𝒅𝒅𝟎𝟎

+ 𝒔𝒔

• 𝒅𝒅𝟎𝟎 지점의 Free Space Path Loss, 𝜶𝜶 : path loss exponent (free space = 2, 도심 환경 등에서는 4~6 으로 증가)

• 𝒔𝒔 : shadowing effect - 송신 전파가 장애물의 불규칙적인 반사체와 산란체 등으로 인해 수신 전파 전력이 평균
을 중심 으로 요동 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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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환경 Wi-Fi Link에 대한 경로 손실 모형
𝑳𝑳𝑷𝑷𝑷𝑷𝑷𝑷𝑷𝑷 = 𝑷𝑷𝑷𝑷 𝒅𝒅𝟎𝟎 + 𝟏𝟏𝟏𝟏 × 𝒍𝒍𝒍𝒍𝒈𝒈𝟏𝟏𝟏𝟏

𝒅𝒅
𝒅𝒅𝟎𝟎

𝟒𝟒

+ 𝟑𝟑𝟑𝟑 − 𝟐𝟐𝟐𝟐 ⋅ 𝒍𝒍𝒍𝒍𝒈𝒈𝟏𝟏𝟏𝟏 (𝒉𝒉𝒕𝒕 ⋅ 𝒉𝒉𝒓𝒓 )

 Path Loss Exponent : RMSE(Root Mean Square Error) 및 LS(Least Square Linear
Regression) 통해 유도
 Shadowing Effect는 Two-Ray Model 과 Antenna Correlation Factor를 포함
 검증 데이터의 부족

제주 실험 결과와 비교

L1 구간 신호 세기 저하는 안테나 위치 및 장애물과
관련
• 운항 경로를 고려했을 때 선박이 장애물 역할
• 안테나가 선박의 좌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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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손실 모형과 망 설계
 거리에 따른 전송 속도
 명세서에 따르면 - 15. 8 km / 6 Mbps
 SoftMAC 특성 상 수신 감도 -100 dBm 제어 가능
 충분한 링크 마진 (10 dB, 수신 감도 -90 dBm) 을 고려
 제안 모형 - 12.7

km / 6 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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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따른 수신 성공률 비교
 선박 이동  수신 성공률의 악화
 수신 성공률 측정 방법: 100ms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Beacon 프레임 수신 여부 파악; 일반적인 데이터 수신 성공률
과는 구별할 필요 있음

 고정 환경 (육지-육지, 섬-섬) 거의 100%의 수신 성공률
 선박이 머물러 있는 경우와 이동하는 경우의 Roll / Pitch 차이
• 0점 조절 한계. (예: 육상의 Roll 평균이 -1.7 ~ -3.3)
• 평균 값 보다는 표준 편차에 주목  이동 시 Roll/Pitch 값 표준 편차가 증가

1.6 km 고정
청사포

고정

이동

Roll (평균,
표준편차)

-2.5
(2.6)

2.6
(3.2)

Pitch (평균,
표준편차)

-2.7
(3.1)

0
(3.4)

수신 성공률
(%)

96%

82%

1.6 km → 1 k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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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운동 데이터 기반 안테나 흔들림 분석
 전송 수신 안테나간 각도 𝛼𝛼 도출

α
 선체 운동 데이터 중 Roll / Pitch에 의해 결정
• 무지향성의 특성 상 Yaw는 영향을 주지 않음.

 Roll  𝜃𝜃, Pitch  𝜙𝜙

• 선박(수신) 안테나 벡터 A = cos 𝜙𝜙 ⋅ sin 𝜃𝜃 , sin 𝜙𝜙 , cos 𝜙𝜙 ⋅ cos 𝜃𝜃
• 고정(송신) 안테나 벡터 B = (0, 0, 1)

𝐴𝐴⃗ ⋅ 𝐵𝐵
cos 𝛼𝛼 =
= cos 𝜙𝜙 ⋅ cos(𝜃𝜃)
⃗
|𝐴𝐴| ⋅ |𝐵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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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각도와 수신 성공율 관계
 안테나 기울기 보다 기울어진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AP in LAND

Ex. 2 - Moving

Ex.1 – Floating/Sta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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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장거리 무선 통신 (LPWA)
 Long Range, Low Power
 But with Low Dat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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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WA 기술 분류
 Unlicensed Band vs. Licensed Band
 Non-Cellular Oriented Technology vs. Cellular Oriented Technology
Unlicensed Band
SigFox

Licensed Band
LoRa

LTE-M

LTE NB-IoT

Frequency Band

8~900MHz ISM Band

8~900MHz ISM Band

800MHz, 1.8GHz,…

In Band, Guard Band

Standardization
Group

Proprietary

LoRa Alliance

3GPP

3GPP

Category 0/1 : Standard
Completion
Category M1 : Standard
Completion

Standard Completion
(Rel. 13)

Standardization
State

N/A

Data Rate

100 bps(UL), 600 bps(DL)

0.3~37.5Kbps

Up to Mbps

Hundreds of Kbps

Range

10 Km (Urban), 50Km
(Rural)

5 Km (Urban), 15Km
(Rural)

2.5 ~ 5 Km

2.5 ~ 5 Km

Commercialization

Many operators
including SigFox France,
Spain, Kyosera.

Many MSPs including
Orange and SKT.

Cat.1 serviced by VZW
and SKT.

Scheduled for the first
half of 2017.

Standard Completion

 We are focusing on LoRa,
because we can easily get various LoRa modules and deploy our own private test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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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원 해양 부이(Bouy) 통신 (1)
배 경
1.

한국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 환경 자원 수집을 위해 부이의 앵카에 환경 센서를
부착하여 얻은 정보를 주기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비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

2.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환경에서 부이위치 추적을 위한 값 비싼 위성
통신 이용 및 높은 전력소모로 인한 주기적인 배터리 교체.
-> 육상에서 해양이나 선박으로부터 위치나 수집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장거리, 저전력, 저비용 에 제공 받을 필요성이 있음. (서비스 관점)

장거리(20km~)

저전력(10~20년)

저비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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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원 해양 부이 통신 (2)
서비스 대상 : 해양 조사/관측용 부이(Bouy)
1. 수요처 애로 사항 : 높은 통신 요금 (위성 통신), 높은 통신 단말 비용
• 추가로 배터리 이슈  일정 기간 동안만 측정 실시

2. 요구 사항
•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최대 20~30 Km 떨어져 있는 해상 부이에 대한 통신 제공
• 요구 데이터 용량은 높지 않음 ~ 수 Kbps
• 부이 위치 모니터링 및 Geofence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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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내용 (1)
1. Testbed 구축
2. 센서 값 및 성능 척도 수집 저장
3. 부이 움직임과 통신/링크 성능 분석

상관 관계 연구

Sensor Data
Gateway
ACK

End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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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내용 (2)
1. LoRa 통신 인자와 성능과의 관계
•

통신 인자 : SpreadingFactor, Bandwidth, CodingRate

2. 동적 인자 조절
•

통신 성능 개선을 위해 수신 신호 세기, 부이 움직임 정보 등에 따라 전송 속도를 포
함한 통신 인자를 동적으로 조절

Mode1

Mode2

…

Mode10

1. Select Mode2
6. Select
Mode2

Mode1

3. 받은 패킷에 대한 수신 성능
(SNR, Packet RSSI) 저하
4. Require Mode1

Dynamic Parameter/Mod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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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 서비스 망 구축 – 설치 (2016년)
용화산 기지국 -Gateway

해상 부이 – End Node

용화산 KT
중계소

8.5Km

GateWay

Accelerome
ter

z

EndNode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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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 서비스 망 구축 – 시스템 구성
육상 기지국
WebServer
Cloud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응용 서버

POE
LoRa Based Communication
• Long Range
• Low Power
• Low Data-rate

Cloud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

Gateway

Ethernet

Ethernet

Web
기반
응용서버

8.5Km
y

z

해상 부이
x

End-Node

End-Node

기지국
Accelerometer

해상 부이

1. GPS 센서 2. 가속도 센서 3. 온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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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 서비스 망 구축 – 프로토콜/시스템 구조
Web Socket

 단말-게이트웨이
 LPWA 무선 통신
 LoRa, LTE-M, SigFox, …
• IP 지원 X

IBM
IoTF(Broker)

 게이트웨이 – 플랫폼
 IoT 메시지 프로토콜

MQTT

 MQTT, HTTP/CoAP, XMPP,…

Bluemix
Node.js/Express - Web server

Gateway

 플랫폼
 Cloud 기반
 IBM Bluemix, IoT Foundation,
Mobius, AllJoyn, …

 Cloudant DB
REST

 비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REST 형식 저장방식

EndNode

CloudantDB Database

• Node.js 런타임 이용

 응용 서비스
 Web/HTML5 기술 기반
35

LoRa 서비스 망 구축 – 하드웨어 / 시스템 구성 (2017년)
해상 부이 – EndNode

마래산 기지국 - Gateway

: 부이 위치 모니터링 서비스
: 부이 움직임에 따른
LoRa 성능 연구
19km

2km
마래산
KT중계소

Gateway
End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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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 서비스 망 구축 – 하드웨어 / 시스템 구성
1) 해상 부이

EndNode
(연구)

1. 가속도 센서 2. 온도 센서

3) 웹 서버

Web
기반
응용서버

EndNode
(서비스)

Cloud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

GPS 센서

4) 서비스

2) 육상 기지국

Gateway
(연구)

사용자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
웹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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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 서비스 망 구축 – 시스템 구조 / 프로토콜
 단말-게이트웨이

REST

 LPWA 무선 통신
 LoRa, LTE-M, SigFox, …
• IP 지원 X

IBM
IoTF(Broker)

 게이트웨이 – 플랫폼
 IoT 메시지 프로토콜

EndNode

 MQTT, HTTP/CoAP, XMPP,…

Bluemix
Internet
MQTT / HTTP

Node.js/Express - Web server

 플랫폼
 Cloud 기반
 IBM Bluemix, IoT Foundation,
Mobius, AllJoyn, …

 Mongo DB
REST

 비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REST 형식 저장방식

Gateway

Mongo DB - Database

• Node.js 런타임 이용

 응용 서비스
 관리자 : HTML5/Web Application
 사용자 : Androi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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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실시간 환경자원 및 위치 서비스 실현
1.

저비용의 해양 통신 인프라 구축
•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환경자원 및 위치 정보를 저비용으로
육상 기지국에 전송

2. 장거리 통신 서비스
• LOS(Line Of Sight) 환경의 육상 기지국과 20km 이상 떨어진

관리자 / 웹 어플리케이션

단말기와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실현
• None LOS(10km+)

3. 장기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 저전력 기반의 통신설계로 최소 6개월 동안 배터리 교체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

서비스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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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서비스
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부이의 위치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2. Geofense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설정한 범위 이탈 시 진동 및 Push 알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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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연구
1. Mode1(대역폭 125khz, 확산인자 12, 부호화율 4/5) 설정으로 LoRa 통신
2. 부이의 움직임(Roll, Pitch), 온도에 따른 통신 성능 분석

부이 ID 및 움직임 정보

성능 정보

온도 정보

Mode 1 : 전송용량은 낮지만 낮은 전력으로 수신해도 신호 해석 가능
즉, 가장 멀리 송/수신 하는 설정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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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해양 환경의 저비용 저전력 장거리 통신 수요 증가

 더 먼 거리 (Longer Distance)
 20Km 이상  200 Km (제주, 거제)

 안정성 (Reliability)
 통신 안정성 – 경로 손실 모형 개발, 선체 운동 대응 기술
 시스템 안정성

 협력, 융합 연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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