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해상교통의 시공간 특성은 선박, 항해사, 제사, 해양교통

시설, 기상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향을 받지만, 이들 요소를

복합 으로 고려한 해상교통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상교통안 진단제도에서 시행하는 교통 평가는 선박운항시

뮬 이터를 이용하여 자선의 입장에서 교통 안 성이나 운항

난이도를 평가하고, GICOMS 는 교통량 조사 항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류 분포를 분석하여 시행되고 있다. 해역 특성을

반 한 교통 특성 측이나 항해사의 오류나 제사의 개입에

의한 교통 향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IALA는 해상교통 험도 분석의 도구로서 IWRAP과

PAWSA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들 도구로서 험도 분석에 한

계를 인식하여 시뮬 이션 기반의 험도 분석에 한 필요성

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 기반의 교통 험도

를 포함한 교통 분석의 도구를 개발하기 해 에이 트 기반

의 시뮬 이션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에이 트 기반 시뮬 이션 개요

에이 트 기반의 M&S(ABMS) 기술은 에이 트 기반 모

델링(ABM), 에이 트 기반 시뮬 이션(ABS), 개별 모델링

(IBM) 등의 개념이 확장 는 통합된 기술이다. 모의하고 분

석해야할 상이 차 복잡해지고 상호작용에 의한 상을 모

의하고 측하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를 한 모델링

분석 툴과 미시(micro)환경의 모의 가능한 데이터가 요구된

다. 에이 트는 자체 목 과 행 를 갖는 개별 개체로서 그

행 를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능력을 갖는 자율 특성을 지니

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행 의 핵심 양상, 이를 설명할 수 있

는 에이 트가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 상향식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시스템과 복잡한 차가 존재한다는 제에서 ABMS

의 용이 가능하다. 를 들어, 벌들과 벌떼, 로 과 업로

시스템 등이 에이 트 기반 모델링 시뮬 이션이 가능

하다.

Fig. 1 에이 트 룰을 갖는 군집 행 모델링 시

Fig. 2 에이 트 행 결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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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트의 행 는 규칙의 정교성, 인지 부하, 외부 세계의

내부 모델, 기억 한계 리소스 등에 의해 체 환경으로부터

향을 받고 향을 미치게 된다. 에이 트는 자체 속성에 의

해 행 가 결정되기도 하며, 된 리소스에 의해서 행 가

결정되기도 한다. 다른 모델링 기법과 달리, 에이 트 기반 모

델링은 에이 트의 에서 시작하여 에이 트의 으로

종결되는 특성이 있다.

에이 트 상호작용 구조를 모의하기 해서 에이 트의 상

호작용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 토폴로지를 구성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soup 모델과 같이 공간 상호작용

이 존재하지 않는 에이 트도 구 이 가능하다.

Fig. 3 에이 트의 상호작용 시

에이 트 기반 모델은 에이 트, 에이 트 계성, 에이 트

행동과 상호작용 가능한 모의 임워크 (ABMS 툴킷 는

랫폼)로 구성되며, ABMS 툴은 연구실이나 기 에서 제공

하는 툴킷을 사용하거나 자체 개발로서 도입하여 에이 트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모의할 수 있다.

3. 에이 트 기반 시뮬 이션 용 방안

교통 시뮬 이션이란 분석하고자 하는 실제 교통시스템에

하여 실제 시스템의 성질을 나타내는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

을 수행하는 것으로 Risk-free 상태의 실험을 통해 해당 시스

템이 평가,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교통 시뮬

이션은 교통 흐름을 표 하는 정도에 따라 거시

(Macroscopic), 미시 (Microscopic) 시뮬 이션 모델로 분류

된다. 교통 환경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한 에이 트 기

반의 시뮬 이션 환경을 구성하면 거시 분석과 미시 분석

이 가능한 교통 분석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에이 트 시뮬 이션은 에이 트들 간에 국지 상호작용

에 기반하며 총체 인 환경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앙 컨트

롤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존 선박운항시뮬 이

터의 instructor와 구별된다.

ABMS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갖는 찰되는 행태의 특성

을 연계하여 모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서 먼 해상교

통 네트워크의 특성을 재 할 수 있는 에이 트 기반 네트워

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실험실 데이터와 실제 해상교통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

해상 교통 환경에서의 ABMS 기술은 해상 교통류 흐름을

결정하는 에이 트들에 한 에이 트 모델을 통합하여 에이

트 기반의 해상 교통류 모의 분석이 가능한 M&S 기술

로서 항행 교통 환경, 선박, 항해사, 제사 등의 에이 트가

존재하며 선박의 경우 특성에 따라서 응집 특성을 갖거나 주

변선박과 동일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특성을 갖는 등 다양한

룰 등을 ABMS 기술로 구 가능하다. 항해사 제사의

인간 에이 트는 선박의 운항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교통

환경 ABMS 환경과 연동되어 미숙한 항해사 는 제사와

숙련된 항해사 는 제사가 교통 흐름에 미치는 향을 모

의해볼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운항시뮬 이터를 이용하거나 IWRAP/

PAWSA를 이용하는 단편 교통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한 방법으로 에이 트 기반의 시뮬 이션 환경을 구축을

한 기술을 분석하고 용 방안을 검토하 다. 해상교통에

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한 에이 트화가 용이하지 않지만

에이 트 기반의 근을 통해서 개별 에이 트를 모델링하고

에이 트간 상호작용을 모사하게 되면 해상교통 환경을 총체

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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