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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 따라서 진도연안

1. 개요 및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연안VTS 설치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 감소효
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연안VTS 관제구역 확대 및 추가 설치

고는

는 설치 후 어선 상선 충돌사

감소효과가 있고 상선 상선 충돌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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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감소하여

사고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 운영 중에 있는 연안
를 분석한 결과

2. 재료 및 방법
현재 연안VTS는 진도, 여수, 통영, 경인 해역에 설치되어 있
으나, 경인 연안VTS는 올해 개국하여 사고감소효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진도, 여수, 통영 연안VTS 관제구역을 연구범
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재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전자해도기반 사고위치정
보 자료를 활용하여 진도 연안VTS 개국 기준일(2006년 7월 1
일) 전후 6.5년, 여수 연안VTS 개국 기준일(2012년 11월 1일) 전
후 5년, 통영 연안VTS 개국 기준일 전후 3년의 선박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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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의 한계점은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VTS 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총톤

설치효과 분석이 이루어진 점과 연구대상 구역이 곳으로 충분

수 300톤 이상인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여객선 등이며 어선은

한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없는 점이 한계이다 충돌사고 당시 기

제외되므로, 선박 충돌사고 중 어선-어선간의 충돌사고는 제외

상 등의 자연조건 선박 통항량 조건 등 다양한 환경 하에서의

하고, 상선-어선 충돌사고와 상선-상선의 충돌사고를 대상으로

분석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연안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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