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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dvanced evacuation analysis simulation on a passenger ship is performed. Velocity based model 
has been implemented and used to calculate the movement of the individual passengers under the evacuation situation. 
The age and gender of each passenger are considered as the factors of walking speed. Flocking algorithm is applied 
for the passenger’s group behavior. Penalty walking velocity is introduced to avoid collision between the passengers 
and obstacles, and to prevent the position overlap among passengers. Application of flocking algorithm and penalty 
walking velocity to evacuation simulation is verified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11 test problems in IMO (Interna-
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SC (Maritime Safety Committee) Circulation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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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여객선의 승객 비상 탈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승객의 행동에 미치는 요인 중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승객 개인의 보행 속도에 반영하는 속도 기반 모델을 사용하였다. 승객들의 집단 이동을 구현하기 위해 플로킹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장애물과의 충돌 회피 및 승객 간의 위치가 겹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 보행 속도를 도입하였다. 이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여객선의 승객 탈출 규정인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SC (Maritime Safety Committee) 
Circ.1238에서 정의한 11가지 시험 문제에 적용하였다. 시험 문제를 통해 승객의 위치가 겹치는 현상이 없이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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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1994년 9월 북유럽에서 여객선인 Estonia가 침몰하여 

85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 

해사 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해상 안전 위원회(MSC : Maritime Safety Committee)에
서 승객탈출분석을 위한 지침(guideline)을 제시하고 있

으며, 2007년 발효된 “신규 및 기존 여객선의 탈출 분석

에 관한 지침”(IMO MSC/Circ.1238, guidelines on evacu-
ation analysis for new and existing passenger ships)이 가

장 최신 지침이다(IMO, 2007).
비상 상황에서 탈출 경로를 따라 승객이 탈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승객의 병목 현상을 확인하여 

제거하는 것이 IMO MSC/Circ.1238의 목적이다. 첫째로 

약산식을 통한 계산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승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현실과는 많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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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승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탈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

을 인정하고 있다. 규모가 큰 크루즈선의 경우에 승객 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 경로를 따라 탈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탈출 시간 계산을 위해서는 컴퓨터 시뮬레

이션(computer-based simulation)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탈출 상

황에서 승객의 보행 속도(walking speed)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여 승객 행동 모델을 구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 기반 모델(velocity 
based model)을 바탕으로 탈출 상황에서 승객의 행동 모

델을 구현하였다. 페널티 보행 속도(penalty walking 
velocity)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도록 하였고 플로

킹 알고리즘(flock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승객의 집단

행동을 표현하였다. 이 때 승객 간의 위치가 겹치는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해 플로킹 알고리즘에 페널티 보행 속도 

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IMO MSC/Circ.1238 Annex 3
에 있는 시험 문제(test problem)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검증 하였다. 
본 논문의 2장은 승객 행동 모델에 관련된 연구 현황을 

소개 한다. 3장에서는 승객 탈출의 과정을 설명하고 승객 

탈출 분석에 대한 규정(IMO, 2007; SOLAS, 2000)을 분

석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성한 탈출 시 승객 행

동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탈출 상황에서의 승

객의 집단행동에 대해 설명한다. 6장에서는 구현된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시험 문제 구현 결과를 보이

고, 7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현황

비상 상황에서 인명 탈출 분석을 위한 많은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들은 건물에서의 화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Tomomatsu 등, 2001), Fujioka 등

(2001)은 Tsunami에 대한 탈출 분석 시뮬레이션을 하였

고, 선박에 대한 대피 시뮬레이션은 2000년 초반부터 개

발되었다. 탈출 분석 프로그램의 핵심은 승객의 행동을 

표현하는 행동모델인데(김홍태 등, 2001), 승객의 행동은 

“보행 속도”로 표현 할 수 있다. 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승객의 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 

주는 방법에 따라 속도 기반 모델과 가속도 기반 모델(ac-
celeration based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Galea 등(1994)과 Gwynne 등(2003)은 속도 기반 모

델을 사용하여 maritimeEXODUS라는 탈출 분석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Galea는 공간을 격자로 표현하고, 승객

의 기본 보행은 공간상에 목적지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

는 포텐셜이 낮은 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하였

다. 승객간의 상호작용은 인접한 격자가 비어있는지에 대

한 여부와 경험적인 규칙 및 확률에 기반을 두어 보행 속

도에 직접 반영하였다. Schreckenberg 등(2001)도 Galea
와 유사한 방법으로 승객의 행동을 표현하여 ANEAS라

는 탈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Vassalos 등(2001)과 Majumder 등(2004)도 역시 속

도 기반 모델을 사용하여 Evi라는 탈출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Vassalos가 사용한 속도 기반 모

델은 공간을 연속적인 좌표계로 표현하였으며, 승객간의 

상호작용은 자신을 기준으로 한 공간상의 승객 밀도에 따

른 감소 계수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장애물과의 상호 작

용은 경험적인 규칙에 따라 감소 계수로, 선박의 운동이

나 화제에 의한 영향 또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감소

계수로 곱해주어 표현하였다.
Helbing 등(2000, 2002)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기반

으로 하는 가속도 기반 모델을 제안 하였다. Helbing은 

인체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

향도 외력으로 고려하였다. 이렇게 운동 방정식에서 얻은 

가속도를 한번 적분하여, 보행 속도를 얻는다. Korhone 
등(2009)은 Helbing의 모델을 적용하여 FDS+Evac이라

는 탈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FDS+Evac은 공

간을 연속적인 좌표계로 표현하였다. 승객간의 상호작용 

및 장애물과의 상호작용은 운동방정식의 외력의 형태로 

심리적인 영향 및 물리적 영향을 고려하였다. 국내에서도 

박광필 등(2010)이 가속도 기반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홍태 등(2001)과 공인영 등(2001, 2002)등은 가속도 기

반 모델을 이용하여 IMEX라는 탈출 분석 프로그램을 개

발 하였다. 하지만 2003년 이후로 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7년 발효된 IMO MSC/Cric.1238에서 개정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았다. 위 관련 연구 현황 중, 국내 연

구현황을 제외한 주요 연구 현황을 Kuligowski 등(2005)
과 Sharp 등(2003)을 참고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Evi와 같은 속도 기반 모델에 공간을 연

속적인 좌표계 상에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물을 페

널티 보행 속도를 이용하여 회피하도록 하였고, 승객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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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승객 탈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비교

탈출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본 논문
maritime
EXODUS Evi. FDS+Evac

승객행동

모델

Velocity
based 
model

Velocity
based 
model

Velocity
based 
model

Acceleration
based 
model

공간표현

방식
Continuous Fine Continuous Continuous

탈출객체

동적모델링

Inter-person
distance

(Flocking
algorithm)

Potential,
Emptiness 

of next 
grid cell

Density
correlation

Functional 
analogy

장애물

고려방법

Penalty
Velocity Potential Heuristic

Algorithm

People-wall
interaction

force

그림 1. 여객선 승객 탈출 과정

집단행동을 플로킹 알고리즘을 통해 수식적으로 고려하

였다. 그리고 승객간에 위치가 겹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플로킹 알고리즘에 페널티 보행 속도 개념을 적용한 

승객행동 모델을 사용하였다.

3. 여객선 승객 탈출 분석 개요

3.1 여객선 승객 탈출 과정
여객선에서 승객이 탈출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여

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침수(flooding)이나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선내에 비상 알람이 울리게 된다. 
비상 상황을 인지(awareness)한 승객들은 집합 장소(assem-
bly station)로 이동한다. 선장의 퇴선 명령이 있을 경우, 
승객들은 구명정 탑승 대기 장소인 승정 장소(embarkation 
station)로 이동한다. 구명정에 탑승한 다음, 구명정을 진

수(launching)하여 탈출을 완료한다(IMO, 2007).
이 중에서 집합 장소까지 집합 하는 과정을 대피(escape) 

라고 하고, 구명정 진수하여 탈출까지 완료하는 것을 탈

출(evacuation)이라 한다. 
승객 탈출 분석은 위의 탈출 과정의 두 단계에 따라 크

게 대피 설비 분석(means of escape analysis)와 탈출 분

석(evacuation analysis)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3.2 관련 규정 분석
대피 설비 분석은 해상인명안전조약 (SOLAS, Interna-

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2000) 
규정에 따라 탈출 경로에 있는 문(door)와 계단(stairway)
의 최소 요구 폭을 계산한다. 탈출 분석는 탈출 시간을 계

산하여, 최대 허용 탈출시간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혼잡 구역(congestion point)을 찾아서 제거한다. 
대피 설비에 관한 국제 규정은 해양인명안전조약 II-2/

규정 13 “대피 설비”(SOLAS 2000, SOLAS II-2/Circ.13 
“Means of Escape”)와 화재안전장치 코드 c-2/13 “대
피 설비 배치”(FSS (Fire Safety System) code c-2/13 
“Arrangement of means of esc-ape”)이며, 탈출 분석에 

대한 규정은 IMO MSC/Circ.1238 “신규 및 기존 여객선

의 탈출 분석에 관한 지침”이 대표적이다. 
IMO MSC/Circ.1238에서 제시하고 있는 탈출 분석 

방법은 계산 방법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Simplified Evacuation Analysis
- Advanced Evacuation Analysis
두 가지 방법 모두 아래의 탈출 시간 계산 식인 식 (1)

에 따라 탈출 시간을 계산하고, 혼잡 구역를 확인하는 측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계산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탈출 시간 계산 식 : 

⋅ ≤  (1)

식 (1)의 T는 위기 상황 발생시에 승객이 위험을 인지

하고 자신이 있던 위치에서 집합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

리는 이동 시간(travel time)이다. E는 구명정 탑승 대기 

장소까지 이동 시간이며 L은 구명정 진수에 걸리는 시간

이다. n은 전체 탈출 허용시간으로 60분에서 80분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5는 다음의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한 안전계수(safety factor)이다.
- 승무원 및 승객의 돌발 행동

- 연기, 열, 유독가스가 승객의 이동 속도에 미치는 영향

- 선박 운동과 침수에 의한 영향

- 가족 집단행동 

Simplified evacuation analysis과 Advanced evac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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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Simplified evacuation analysis과 advanced evacua-
tion analysis의 비교

그림 3. 목표 지점으로 이동

그림 4. 장애물 회피

analysis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동 시간 T의 계산 방

법이다.
Simplified evacuation analysis은 그림 2(a)와 같이 사

람의 이동을 유체의 흐름으로 가정한 식을 이용하여 이동

시간 T를 1회만 계산한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빠르게 

탈출 성능의 예측 및 배치 수정을 통한 대피 성능의 확보

가 가능하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advanced evacuation analysis
는 그림 2(b)와 같이 승객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하

여 이동시간 T를 계산한다. 승객의 특성은 정형화된 특성

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 

탈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어도 50회 이상의 반복 계산을 

수행한다. 

4. 탈출 상황에서의 승객 행동 모델

4.1 탈출 상황에서의 승객 개인의 행동 특성
현실적인 탈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승객의 행동을 

정확히 분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출 시에는 승객의 연

령, 성별, 체중, 신체 사이즈, 침착성, 민첩성, 가족 동반 

여부와 같은 승객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선박의 경

사(static inclination) 및 운동(ship motion), 침수(flood-
ing), 화재(fire), 연기(smoke),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공황(panic)상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승객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탈출 시 승객의 행동 특성(이강훈, 1997)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행동을 고려하였다. 
① 지름길 선택:
가장 가까운 거리를 택하여 탈출 하려는 성향

② 직진 지속성:
정면의 계단과 통로를 선택하거나 막다른 곳이 나올 

때 까지 직진하는 경향

③ 장애물 회피: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서 가는 경향

본 논문에서는 속도 기반 모델을 기반으로 탈출 승객

의 연령, 성별에 따라 보행속도를 다르게 고려하였다. 목
표 지점 이동은 지름길 선택과 직진 지속성을 고려하여 

결정 하였다. 장애물 회피는 장애물에서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는 페널티 보행 속도를 적용 하였다. 

4.2 목표 지점 이동
승객이 목표 지점으로 이동 중에 현재 이동 방향이 목

표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방향을 수정해 주어야 한다. 이
는 그림 3과 같이 현재 속도(current velocity) 벡터와 목

표 속도(desired velocity) 벡터의 차이에 해당하는 조정 

속도(steering velocity) 벡터를 도입하여 현재 속도에 더

해주어 해결 하였다.

4.3 장애물 회피 
그림 4와 같이 이동 경로에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식(2)와 같이 장애물 표면에 법선 방향으로 거리에 

반비례 하는 페널티 보행 속도를 부과함으로서 장애물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방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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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플로킹 알고리즘

(a) 목적지를 향하는 속도만 

적용한 경우
(b) 목적지를 향하는 속도와 

플로킹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그림 6. 페널티 보행 속도 적용 여부에 따른 구현 결과

그림 7. 목적지를 향하는 속도, 플로킹 알고리즘, 벽에 대

한 페널티 보행 속도를 적용한 경우의 구현 결과

  
   (2)

r : 장애물에서 떨어진 거리
 : 장애물 표면의 법선 벡터

5. 탈출 상황에서 승객의 집단행동 

탈출 상황에서 승객 개인의 행동은 4장에서 설명 하였

다. 탈출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탈출을 하게 되는

데, 이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는 집단행

동을 한다(Helbing, 2000). 이러한 집단행동을 모델링 하

기 위해서 플로킹 알고리즘(Reynold, 1987; Hartman 등, 
2006)을 이용하였다. 

플로킹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이 다음 세 가지 알고리

즘으로 구성된다. 
- 정렬(Alignment) : 주변 개체들의 평균 속도에 맞추

어 이동하려는 성질

- 응집(Cohesion) : 주변 개체들의 평균 위치로 이동하

려는 성질

- 분리(Separation) : 주변 개체들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성질

분리에 의한 속도는 장애물에 적용한 페널티 보행 속

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승객간의 거리에 반비례 하는 페널

티 보행 속도를 적용하였다.
위의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승객의 집단행동을 

구현하였다. 목적지를 향하는 속도만 적용하고, 플로킹 알

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림 6(a)과 같이 승객들이 겹

쳐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플로킹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그
림 6(b)와 같이 승객들이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하지만, 승
객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작용 때문에, 벽을 통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물에 대해 페널티 보행 속도 개념을 

적용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장애물

에 의한 페널티 보행 속도를 추가로 적용하면, 그림 7과 

같이 승객이 서로 겹치거나 벽을 통과하지 않고 이동한다. 
이 결과로 플로킹 알고리즘과 페널티 보행 속도를 고려한 

것이 승객의 탈출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예제 구현 및 결과 분석

국제해사기구는 IMO MSC/Circ.1238 Annex 3 탈출 

시뮬레이션 도구의 검증을 위한 지침 (guidance on vali-
dation/verification of evacuation simulation tools)을 발

표하여 소프트웨어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nex 
3에 있는 탈출 소프트웨어 검증은 크게 2가지 항목으로 분

류되는 11가지의 구체적인 시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2가지 항목은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의도

한 대로 실행되는 지를 점검하는 구성요소 시험(compo-
nent testing), 주어진 상황에 대해 예상되는 인간 행동 특

성이 나타나는지 시험하는 정성적 검증 (qualitative ver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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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MO MSC/Circ.1238의 탈출 분석 소프트웨어 검증 

항목

Component testing

Test 1 Maintain set walking speed in corridor

Test 2 Maintain set walking speed up staircase

Test 3 Maintain set walking speed down staircase

Test 4 Exit flow rate

Test 5 Response time

Test 6 Rounding corners

Test 7 Assignment of population demographic parameters

Qualitative verification

Test 8 Counterflow - two rooms connected via a corridor

Test 9 Exit flow : crowd dissipation from a large public room

Test 10 Exit tour allocation

Test 11 Staircase

그림 8. 시험 문제 8 - 방 2에 50명의 승객을 배치한 경우

표 3. 방 2의 승객 수에 다른 탈출 시간의 변화

방 2의 승객 수(명) 0 10 50 100

총 탈출 시간(sec) 69 123 197 245

그림 9. 시험 문제 11 - 계단에 대한 경우

cation)이 있다. 11가지 구체적인 시험들 중 1번~7번 시

험 문제는 구성요소 시험에 포함되고, 8~11번 시험 문제

는 정성적 검증에 포함되며, 각 시험 문제의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11가지 시험 문제에 대해 

구현하고, 각 시험 문제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구성요소 시험 문제

들 보다 다소 복잡한 정성적 문제들 중에서 시험 문제 8
과 시험 문제 11에 대하여 구현 및 분석한 내용을 6장에 

소개한다.

6.1 시험 문제 8의 구현 및 분석
본 시험 문제 8은 승객들 간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

동하여도 겹치거나 벽을 통과하지 않고 잘 이동할 수 있

는지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늘어날수록 총 탈

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8과 같이 10m×10m인 두 방이 10m×2m의 복도

로 서로 연결 되어 있을 때, IMO MSC/Circ.1238의 표 

3.4에 주어진 30~50세의 남성에 해당하는 보행속도를 

100명에 대해 분포 시킨다. 
단계 1) 방 1에 100명의 승객을 분포 시킨 후 방 2로 

이동시킬 때 걸리는 통과 시간을 기록한다.
단계 2) 방 2에 10명, 50명, 100명으로 늘려 가면서, 

방 2에서 방 1으로 이동하게 한 후 단계1을 

반복한다. 이때 역류하는 승객이 많아질수록 

기록되는 총 탈출 시간도 증가해야 한다. 
방 2의 승객 수가 늘어날수록 총 탈출 시간도 늘어났으

므로, 시험 문제의 목적을 달성 하였고, 승객이 벽을 통과

하거나 승객 간에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

인 하였다. 

6.2 시험 문제 11의 구현 및 분석
다음 그림 9와 같이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연결되는 방

이 있다. 방에 150명의 승객을 분포 시키고, 계단을 향해 

이동하도록 하였을 때, 방의 출구와, 계단의 입구에서 혼

잡 구간이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그림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 출구와 계단 입구에서 

혼잡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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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통과하거나, 승객끼리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속도 기반 모델을 기반으로 탈출 상황

에서 승객의 행동 모델을 구현하였다. 공간을 연속적인 

좌표를 통하여서 표현 하였으며, 페널티 보행 속도를 이

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승객간의 집단행동

을 플로킹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표현하였고, 기존의 속도 

기반 모델과 같이 승객간의 상호작용을 승객 주위의 승객 

밀도나 승객간의 거리에 따라 보행 속도에 감소 계수로 

고려하는 방법 대신에, 플로킹 알고리즘에 페널티 속도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승객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였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시험 문제에 적용하여 승객 간

의 위치가 겹치거나 벽을 통과하는 현상 없이 승객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 요구하는 승

객 탈출 시뮬레이션 도구의 검증을 위한 시험 문제의 요

건을 만족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는 국제 해사 기구에서 요구하는 시험 문제에 

적용을 하였지만, 추후에는 실제 선박의 전체 구획에 대

한 탈출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검증이 필요하며, 선
박의 경사 및 화재에 의한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할 

것이다. 
그리고 화재 및 침수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승객은 

극심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 이외에 

특이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승객들은 

이런 위험 상황에서 행동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패닉 모

델(panic model)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을 단순

한 구의 형태로 표현하였던 것을, 승객의 실제 형상에 가

깝도록 표현하도록 고려하며, 승객의 이동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승객의 회전 자세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a) 대우조선해양(주) b) 서울대학교 해양시

스템공학 연구소 c) 서울대학교 BK 21 해양기술인력양성

사업단 d)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0035331,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e) 국방과학연구소 수중운동체기술특화센터 SM-11 과제 

“수중 운동체의 체계/부체계 기능 및 성능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가상 복합 시스템 모델 구조 연구” 
f) 한국학술진흥재단(KRF-2008-314-D00494)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을 밝히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공인영 외, “해양 위해도 저감 핵심기술 개발(II), 인적요소

를 고려한 탈출분석 기법 개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

템안전연구소 연구보고서, 2001년 12월.
2. 공인영 외, “해양 위해도 저감 핵심기술 개발(III), 인적요

소를 고려한 탈출분석 기법 개발” 한국 해양연구원 해양시

스템안전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년 12월.
3. 김홍태, 이동곤, 박진형, “인적요소를 고려한 선상 탈출 시

뮬레이션 기술,”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

회논문집, pp. 135-140. 2001년.
4. 박광필, 조윤옥, 하솔, 이규열, “평면상 승객의 회전 자세를 

고려한 가속도 기반의 승객 탈출 분석 시뮬레이션,” 한국

CAD/CAM학회 논문집, 15(4), pp. 306-313, 2010년 8월.
5. 이강훈, 인간 행동패턴에 대한 고찰과 피난로 설계에의 적

용방법에 관한 연구(A study on human behavioural patterns 
in building fires and application of theirs to the designing 
of escape routes),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7), pp. 83-92, 
1997년.

6. M. Fujioka, K. Ishibashi, H. Kaji, and I. Tsukagoshi, “A 
multi-agent based simulation model for evacuees escaping 
from tsunami disaster”,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1년 추계

학술대회논문집, pp. 306-312, 2001년.
7. E.R. Galea, and J.M. Perez Galparsoro, “A computer - 

based simulation model for the prediction of evacuation 
from mass-transport vehicles,” Fire Safety Journal, vol. 
22, pp. 341-366, 1994.

8. S. Gwynne, E.R. Galea, C. Lyster, and I. Glen, “Analysing 
the evacuation procedures employed on a thames pass-
enger boat using the maritimeEXODUS evacuation 
model,” Fire Technology, vol. 39, pp. 225-246, 2003.

9. C. Hartman and B. Benes, “Autonomous boids,” Computer 
Animation and Virtual worlds, vol. 17, pp. 199, 2006.

10. D. Helbing, I. Farkas, and T. Vicsek, “Simulating dynamical 
features of escape panic,” Nature, vol. 407, pp. 487-490, 
2000.

11. D. Helbing, I. Farkas, P. Molnar, and T. Vicsek, “Simul-
ation of pedestrian crowds in normal and evacuation 
situations,” Pedestrian and evacuation dynamics, pp. 21- 
58, 2002.

12. IMO, “Guidelines for evacuation analysis for new and 
existing passenger ship,” IMO MSC/Circ.1238, 2007.

13. T. Korhonen, and S. Hostikka, “Fire dynamics simulator 
with evacuation FDS+Evac : Technical reference and 
user’s guide,” VTT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2009.

14. E. Kuligowski, and R. Peacock, “A review of building 
evacuation models,” NIST TN, vol. 1471, 2005.



박광필 ･ 하 솔 ･ 조윤옥 ･ 이규열

8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15. L. Guarin, J. Majumder, V. Shigunov, G. Vassalos, and 
D. Vassalos, “Fire and flooding risk assessment in ship 
design for ease of evacuation,” 2nd International Con-
ference on Design for Safety, 2004.

16. J. Park, H. Kim, D. Lee, J. Lee, and B. Park, “Simul-
ation-based evacuation analysis on a high speed coastal 
passenger ship,”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

회논문집, pp. 444-449, 2001.
17. J. Park, H. Kim, H. Whang, and D. Lee, “Development 

of an agent-based behavior module for evacuation models 
focused on the behaviors in the dark,” Pedestrian and 
Evacuation Dynamics, pp. 347-356, 2007.

18. C.W. Reynolds, “Flocks, herds and schools; A distri-
buted behavioral model.” SIGGRAPH '87 Proceedings 
of the 14th annu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21(4), pp. 25-34, 1987.

19. D. Sharp, S. Gwynne, and E.R. Galea,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research project 490 Phase 1, The 

effect of ship motion on the evacuation process task 
3.1b, Critical review on model of evacuation analysis,” 
2003.

20. M. Schreckenberg, T. Meyer-Konig, and H. Klupfel, 
“Simulating mustering and evacuation processes onboard 
passenger vessels; model and applications,”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Factors On Board, 2001.

21. SOLAS II-2/Regulation 13, “Means of escape”, 2000.
22. K. Tomomatsu, S. Uehara, and K. Nakano, “Evacuation 

simulation system applied to the conventional hall and 
the hospital,”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 380-386, 2001.
23. D. Vassalos, H. Kim, G. Christiansen, and J. Majumder, 

“A mesoscopic model for passenger evacuation in a 
virtual ship-sea environment and performance based 
evaluation,” Conference on Pedestrian and Evacuation 
Dynamics. 2001.



장애물 회피에 페널티 보행 속도 알고리즘을 적용한 여객선 승객 탈출 시뮬레이션

제19권 제4호 2010년 12월 9

박 광 필 (kppark@dsme.co.kr)

1997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사

1999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

1999～현재  대우조선해양 선박해양연구소

관심분야 : 모델링 & 시뮬레이션, 탄성학, 다물체계 동역학

하  솔 (hasol81@snu.ac.kr)

2003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사

2003～현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관심분야 : 모델링 & 시뮬레이션, 수중운동체(잠수함, 어뢰)

조 윤 옥 (yocho00@snu.ac.kr)

2006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사

2006～2009  대우조선해양 해양특수선구조설계팀 대리

2009～현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모델링&시뮬레이션, 탄성학

이 규 열 (kylee@snu.ac.kr)

197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 학사

1975  독일 하노버 공과대학 조선공학 석사(Dipl.-Ing.)
1982  독일 하노버 공과대학 조선공학 박사(Dr.-Ing.)
1994～200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

2000～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최적 선박 설계, 형상 모델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 Dynamics & Control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