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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제사들이 선박을 제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하여 선박 간 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 제정되고 있는 IALA 표 을 심으로 VTS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구분, 제공하는 경고 정보의 세분

화된 정의, 제공되어야 할 경고 기능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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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TS Decision Support System can be defined a tool which assists VTS operator for decision-making at operational, 

planning and management level especially for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vessel traffic. This paper presents classification of VTS 

Decision Support System, detailed definition of alerts, and operational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VTS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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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교통 제서비스(Vessel Traffic Service, VTS)는 이더, 

VHF(Veriy High Frequency),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등을 이용하여 항만 는 연안해역의 선박교통안

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하여 제구역 

내 통항선박의 동정을 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1]. 즉, 이더  AIS 신호를 이용하

여 선박의 치  속도를 악하고, 선박의 안  운항을 

한 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제사들이 선박을 제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하여, 선박 간 거리 등의 정보

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해상 표 화기구인 

IAL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에서 최근 개정 인 VTS-128 에서는 VTS 의사결정지원시스

템을 VTS 시스템이 만족하여야 하는 기능 규격  하나로 포

함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게 

요구되는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2.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요

 V-128에서는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 Decision 

Support Tool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Decision Support Tool(DST): VTS 동작, 계획, 리 

벨에서 의사결정권자(Decision-Maker)를 지원하는 도구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의사결정자와의 계에 따라서 

아래의 3가지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 능동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의사결정자에게 명시 으로 의사결정방안을 제공하는 시스

템

- 수동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만, 명시 으로 의사결정방안을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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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경고의 의미(출처: [3])

- 력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시스템은 의사결정자에게 의사결정안을 제안하고 의사결정

자는 그 결과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스템은 피드백된 

내용을 기 로 다시 의사결정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시스템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제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하여, 다양한 경고 정보를 제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고 할 수 있는데, IALA 표 에서는 경고의 의미를 보다 세분화

해서 정의하고 있다[3]. 가장 넓은 의미인 Alert은 주의를 요하

는 비정상  상황과 조건의 알림을 의미한다. Alert는 그 요

도에 따라서 Caution, Warning, Alarm, Emergency Alarm으

로 구분된다. Caution은 최하 의 Alert로서, Warning 는 

Alarm의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를 요하는 Alert, Warning은 

즉각 인 주의를 요하나, 즉각 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Alert, Alarm은 즉각 인 주의와 행동을 요구하는 Alert, 

Emergency Alarm은 최우선순 의 Alert로서 사람의 목숨 

는 선박에 한 험이 긴 하여, 긴 탈출 등의 행 가 요구되

는 상황일 때 발생하는 Alert이다. 그림 1은 험도에 따른 경

고의 세분화된 정의를 도시한 것이다.

 V-128에서 정의하고 있는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동작

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s)은 다음과 같다.

 -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목 은 제사의 제 업무 부

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제 

상황에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험 리 과정

의 일종이라 간주할 수 있다. 험 벨이 사  정의된 임계

값을 과하는 경우 경고를 발생시켜서 제사로 하여  

제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경고의 사  정의된 임계값을 

변경하거나, 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과

다한 경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해 동일한 선박의 동일한 

상황에 하여 반복되는 경고를 이기 한 필터링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3.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VTS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표 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CPA/TCPA

  CPA(Closet Point of Approach)/TCPA(Time to CPA)는 두 

선박 간의 최단 근 지   최단 근 지 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는 센서의 거리와 방

각의 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다 추  선박은 그 

이다의 측정 정확도가 CPA/TCPA의 정확도와 직결된다. 

서로 다른 CPA/TCPA 임계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역을 

모니터링할 때는, 제사에게 각기 다른 역과 련된 경고 

벨을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한, 서로 다른 

경고 벨이 지원된다면, 각 경고의 심각성을 표 할 수 있는 

시각화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정박 경고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정박된 선박이 정의된 정박지의 

안  한계치를 과하여 drift가 발생하면 해당 경고를 제

사에게 알려야 한다. 

- 구역 경고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선박이 특정 구역에 진입했음을 

제사에게 알려야한다. VTS 센터에서는 국제 규약 등을 통

해 항해 지 구역을 정의하고 있다. 구역 경고는 특정 구역

과 선박의 치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될 수 있다

- 속도 반 경고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선박이 제한된 속도를 과하여 

운항될 때, 그 내용을 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VTS센터에서

는 항구 역 는 수로 역에서 최  속도, 최고 속도 등의 

제한 조건을 지정한다. 이 경고를 구 하기 해서는 정교하

고 신뢰성 있는 속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VTS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분류, 기능 요구사

항, 경고의 세분화된 정의를 살펴보았다. 본 내용은 VTS 시스

템 사용자  개발자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

  안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연구비지원(ETRI 

  수행 과제번호 20090403)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국민안 처 해상교통 제센터, www.vtskorea.info

[2] IALA Recommendation V-128 On Operational and 

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VTS 

Equipment, Ed. 4, December 2013

[3] IALA Guideline on Use of Decision Support Tools for 

VTS personnel, December 2014

- 3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