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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시간과 거리를 알고 있으므로 속도를 알 수 있고, 선박에

IMO에서는 전체 해양 사고 중 선박 충돌 사고가 80% 이

대해 일정 반경(r)을 갖는 안전 영역을 적용한다. 안전 영역

상이며, 이 중 대부분이 인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다고 발표

에 대해서는 자선의 영역을 점으로 바꾸고 타선의 영역을

했다. IMO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e-Navigation을 강제했으

그만큼 늘리며, 속도에 대해서는 상대 속도를 이용하여 타

며, 안전한 항로를 자동으로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선의 속도를 0으로 만든다. 이후 속도 벡터와 영역 간의 거

있다. 충돌 검사는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

리(d)를 이용하여    ≤  로 단위 시간당 확률을

정이며, 지금까지 연구로는 CPA(Closest Point of Approach)

계산할 수 있다.

를 사용하여 충돌 확률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선과 타선의 안전 영역과 Minkowski

3. 결과 및 고찰

subtraction을 사용하여 단위 시간당 충돌 확률을 계산하고

자선과 타선에 대한 충돌 확률밀도함수를 구한 후 각 시

확률밀도함수를 추정고자 한다. 항로를 도출하고자 하는 선

점에 대해 확률을 곱하여 전체 충돌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할

박과 운항 중인 다른 선박에 대해 각각의 확률밀도함수를

수 있다. 또한 단위 시간과 그에 따른 확률이 있으므로 이

추정하고 통계 처리하여 항로를 도출하고자 하는 선박의

확률을 시점에 대해 적분하여 선박의 충돌 확률을 계산할

확률밀도함수를 구하고자 한다.

수 있다. 실제 AIS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충돌이 일어나
는 시점에서 확률이 높았으며, 자선과 타선이 가까워질수록

2. 연구방법

확률이 높아졌다. 남해안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계산해본

본 연구에서는 AIS 항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확률밀도함

결과, 소형선이 대형선보다 충돌 확률이 높게 나왔으며, 이

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항로 데이터는 위도, 경도, 시간 등의

는 소형선의 수가 대부분 해안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정보를 갖고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확률밀도함수를

때문이다.

구하기 위해 운항하고 있는 선박, 즉 타선의 항해 정보 데이
터는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입력받는 정보는 출발지,

4. 결 론

목적지,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타선의 항해

본 연구에서는 단위 시간당 확률을 계산하여 특정 시점에

정보에 따라 충돌 확률을 계산한다. 충돌 확률을 계산하기

서의 확률을 계산하였다. 이는 기존에 CPA를 사용하여 전

위해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타선의 항해 데

항로에 대한 충돌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보완한 방법이다.

이터를 일정 시간 단위 데이터로 변환한 후, 다음의 과정을

또한, 시간과 충돌 확률을 그래프로 가시화할 수 있어 항해

진행한다.

자가 확인하여 위험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 후속 연구로는
안전 영역을 마름모, 타원형 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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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owski subtraction을 사용하여 확률밀도함수를 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