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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안전항해를 위한 IT서비스 집합인 16가지의 MSP 중 두 번째 항목인 항해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설
문조사 과정 등을 통해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한 서비스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
를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FMSS를 활용하여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근접도 평가, 제어도 평가, 심리적 평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의 유
용성을 평가하였다. 만약 새로운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실제 선박이나 VTS 센터에서 수행한다면 시간적/경제
적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예비 유용성 평가 과정이 요구되며, 서비스
의 도입 및 시행에 있어서도 다방면의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
는 서비스일지라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평가를 진행해보면,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uggest a route plan sharing service for the navigation assistance service which is the second item of 16 
items in maritime service portfolios (MSPs) for safety navigation based on interview process. Also, we developed 
scenarios for effectiveness evaluation of the proposed service, and conducted simulations using full mission ship handling 
simulator (FMSS) for effectiveness evaluation of proposed services based on the developed scenarios. Through the 
simulations, we analyzed proximity measures, controllability statistics and subjective evaluations to assess the usefulness 
of suggested service. If accomplishing the test for new services to apply real ships and vessel traffic (VTS) center, there has 
possibilities to occur various risks in terms of time/cost problems. Therefore, there is needs for the preliminary 
effectiveness evaluation processes necessarily when adopts and implements new services. Because we expected the service 
that is helpful for safety navigation, but the test results are not when conducted a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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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안전 항해와 해양환경

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e-Navigation 체계를 도입하

여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다. e-Navigation은 전

자적인 방법으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1], 이를 

위해서는 여러 IT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

해 선박의 항해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IT 서비스의 집

합인 MSP(maritime service portfolio)가 개발되었고, 이

는 16가지의 e-Navigation IT 서비스 목록으로 구성된

다[2]. 즉, MSP는 특정 장비가 아닌 ICT 기술을 기반으

로 항해 통신 장비를 응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한다[3]. 만약 이러한 IT 서비스가 제안되면, 해당 서비

스가 안전 항해에 도움을 주는지, 혹은 사용자의 혼란

을 가중시키지 않는지 등에 관한 유용성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4]. 왜냐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한 IT 서비스가 오히려 사용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류를 야기하여 안전 항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16가지 MSP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항해 지원 서비스(navigation assistance service)와 관련

하여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를 제안하고,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FMSS, full mission ship handling simulator)

를 기반으로 제안한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한다.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는 본선 주변에 항해중인 다른 

선박의 통항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

며, 통항 상태 정보에는 다른 선박의 선종, 항적, 차기 

변침점 및 변침후의 예정침로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계획된 다른 선박의 항로를 파악함으로써 

과거 및 현재의 정보뿐 아니라 미래 정보의 획득을 통

해 해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SP를 위한 IT서비스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방법은 매

우 중요하지만 연구 개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외의 경우, 이러한 유용성 평가를 위해 실제 선박과 

VTS(vessel traffic service) 센터 기반으로 대부분의 평

가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실제 선박과 

VTS 센터를 대상으로 수행한다면 시간적/경제적 문제

를 비롯하여 여러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5]. 따라서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뮬레이터 기반

의 유용성 평가 과정이 요구된다[6]. 

Ⅱ. 관련 연구

2.1. e-Navigation

e-Navigation은 선박의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안전 

항해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하여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

하여 정보의 교환, 수집, 분석, 통합하여 이를 기반으로 

선박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e-Navigation 개념 도입의 필요성은 2005년 영국에 의

해 최초로 제기되어 IMO MSC(maritime safety committee) 

81차 회의에서 7개국이 공동 의제로 발의하여 정식으

로 의제를 다루게 되었으며, 2008년 e-Navigation 체계

의 도입을 위한 전략이행계획의 개발이 시작되어 2014

년 개발이 완료되었다[7]. e-Navigation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은 첫째 인적 요인으로 인한 해

양 사고 예방 및 감소, 둘째 해양 사고로부터 야기되는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셋째 항해 시설 설치를 위

한 불필요한 비용 절약 등이 있다[8]. 

2.2. MSP

e-Navigation의 IT서비스 목록인 MSP는 선박이 항

해할 때 해역(항만구역, 연근해 및 제한수역, 대양횡단, 

Offshore 인프라 지역, 극지)에서 제공되는 IT서비스 수

준별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운영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즉, MSP는 정의된 운영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와 함께 

전 세계 해양 정보를 공통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IT서비

스이다[9]. MSP는 특정 장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항해 통신 장비를 응용하여 제공하

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러한 16가지의 MSP를 표 1에 

정리하였다. 

MSP의 16가지 항목에서 1번은 선박 입출항 관제와 

같은 VTS 서비스, 2번은 항해 지원 서비스, 3번은 해상 

교통 정보 서비스, 4번은 항구 이접안 등과 같은 항구 

서비스, 5번은 해사 안전 관련 정보 서비스, 6번은 도선 

관련 서비스, 7번은 예선 관련 서비스, 8번은 선박 정보 

자동 보고 및 공유 서비스, 9번은 원격 의료 지원 서비

스, 10번은 해양 사고 지원 서비스, 11번은 전자해도 갱

신 서비스, 12번은 해양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13번은 

극지/빙하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14번은 기상 정보 제

공 서비스, 15번은 실시간 수로 및 환경 정보 제공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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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16번은 조난 수색 및 구조 서비스를 의미한다.

# Description

1 VTS information service

2 Navigation assistance service

3 Traffic organization service

4 Local port service

5 Maritime safety information service

6 Pilotage service

7 Tug service

8 Vessel shore reporting

9 Tele-medical maritime assistance service

10 Maritime assistance service

11 Nautical chart service

12 Nautical publications service

13 Ice navigation service

14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15
Real-time hydro-graphic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services

16 Search and rescue  service

Table. 1 Service categories of the MSP

Ⅲ. 항해 지원 서비스 도출

3.1. 항해 지원 서비스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MSP의 두 번째 항목인 항해 지원 서비스는 선박에

서의 항해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항해 통신 장비의 고장이나 항해가 익

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서 선박의 요구에 의해 제공

된다. 예를 들어,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는 경우 기상 환

경(안개/눈/비/야간 등) 등으로 인해 다른 선박 혹은 고

정 물표간 잠재적 충돌 및 좌초 등 해양 사고를 예방하

기 위한 지원 서비스이다. 이러한 항해 지원 서비스의 

도출을 위하여 표 2와 같이 6개월~35년의 경력을 가진 

17명의 항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Q1) 항해시 육상으로부터 제공받기를 희망

하는 정보, (Q2) 입․출항시 유용한 정보, (Q3) 기타 안

전 항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

게 서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

을 분석해 본 결과, Q1과 관련하여 17명의 항해사중 12

명이 다른 선박의 통항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고, Q2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선

박의 통항 상태에 관한 정보 및 입․출항 선박에 대한 

상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Q3과 

관련하여 항내 많은 소형 선박 및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미탑재/미작동 어선으로 항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어

선에 대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해 지원 서비스 도출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항해시 다른 선박의 

통항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안전 항해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3].

Experienced ship type (mainly) Work experience 

1 Oil tanker 30 months

2 Container 6 months

3 Oil tanker 6 months

4 Oil tanker 1 year

5 LPG carrier 1 year

6 Oil tanker 14 years

7 Oil tanker 7 months

8 Cargo 10 years

9 Cargo 6 years

10 Oil tanker 6 months

11 Oil tanker 6 months

12 Oil tanker 7 months

13 Cargo 1 year

14 Oil tanker 21 years

15 Oil tanker 35 years

16 Oil tanker 15 years

17 Container 15 years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the interviewees

3.2.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를 제안한다. 현재

는 AIS 메시지를 기반으로 다른 선박들의 목적지 정보

를 문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선박들이 목적

지 정보를 항차에 따라 갱신해주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

가 전달되어 항해사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반면

에 제안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선박간 항로 계획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로의 갈림길이나 통항량

이 많아 교행 및 추월이 빈번한 항구 주변이나 입출항

로 지역에서 상대선과의 최근접 거리나 조우 위치 등을 

관리하여 항로 수정을 통한 회피 등의 조치를 상대적으

로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항로 계획 

정보는 본선 주변에 항해중인 다른 선박의 통항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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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른 선박의 선종, 항적, 차기 변침점 및 변침후의 예

정 침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즉 다른 선박의 통항 정보와 같

은 항로 계획 정보가 선박간 공유된다면 안전 항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제안 

서비스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Ⅳ. 서비스 유용성 평가 시나리오 설정

4.1. 항로 계획 서비스 유용성 평가 방법 : FMSS

항해 지원 서비스의 유용성 평가 방법은 매우 중요하

지만 국내의 경우 연구 개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

는 실정이며, 국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용성 평가를 

위해 실제 선박과 관제 센터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실제 선박과 VTS 센터를 대

상으로 수행한다면 시간적/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여

러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5]. 따라서 실제 실험을 수행

하기 전에 예비 검증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한 수단으로 시뮬레이션 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6].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실제 선박의 선교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여 직접 선박을 운항하는 것과 같은 환경

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FMSS(선

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항로 계획 서비스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Fig. 1 The full mission ship handling simulator (FMSS)

4.2. 항로 계획 공유서비스 제공 방법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과정은 그림 2

와 같다. (1) 각 선박의 항해사가 항로 계획을 세운 후, 

VTS 센터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고, (2) VTS 센터는 

이러한 정보를 각 선박으로 방송(broadcast)형태로 제

공하며, (3) 각 선박은 이러한 정보를 수신하여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에서 

출력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한다.

Fig. 2 The process for route plan information sharing

4.3.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위한 선박의 제원을 표 3에 나타냈고, 

시뮬레이션 대상자는 1급 면허를 소지한 항해사 2명과 

3급 면허를 소지한 항해사 2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항해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표 4에 정리하였다.

Ship type Container Bow draft 12.0 m

Displacement 22458 tones Stern draft 12.0 m

Max. Speed 22.5 knots Height of eye 29.0 m

LOA 222.2 m
Type of
engine

Slow speed diesel 
(1 x 25270 kW)

Breadth 30.0 m
Type of 
propeller

Fixed pitch 
propeller

Table. 3 Specifications of ship for the simulation

Officer License type Work experience Duty (position)

A First grade 11 years Captain

B First grade 7.5 years Chief officer

C Third grade 6 months Third officer

D Third grade 9 months Third officer

Table 4 General information of officers for the simulation 

유용성 평가를 위해 부산항과 오사카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1인 2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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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획 공유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제공받지 못한 

경우 : 각각 1회)를 각기 다른 항구에서 수행하도록 하

였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를 동일한 항구에서 시뮬

레이션하게 되면 학습 효과로 인해 적응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의 항해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바람/조류의 방향 및 세기, 선박 통항량/

밀집도)을 동일하게 설정한 후에 입항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였다. 이때, 바람은 정선수 방향의 10노트 세기로, 

조류는 시뮬레이션 시작 지점에서 선미로 흘러나가는 

0.5노트 세기로 설정하며, 이러한 시뮬레이션 및 환경 

조건을 표 5 및 표 6에 정리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대상인 부산항과 오사카항의 해도 화면을 그림 3 및 

그림 4에 나타냈으며, 각 항구의 폭은 부산항의 경우 

346m, 오사카항의 경우 최소  346m, 최대 400m로  이

를 표 7에 정리하였다.

Officer
Providing service or not

Busan Osaka

A X O

B O X

C O X

D X O

Table 5 Conditions for the simulation

Port
Wind Current

Direction Speed Direction Speed

Busan 280° 10 knots 100° 0.5 knot

Osaka 053° 10 knots 233° 0.5 knot

Table 6 Environmental information for the simulation

Fig. 3 Navigational chart of the Busan port (1:20000)

Fig. 4 Navigational chart of the Osaka port (1:20000)

Port Breadth of sea route

Busan Approximately 346 m

Osaka Approximately 346 m (min.) to 400 m (max.)

Table 7 Breadth information for the simulation ports

Ⅴ. 유용성 평가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5.1. 서비스 유용성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수행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의 유용성 평가 시뮬레이션에

서는 크게 (1) 근접도 평가, (2) 제어도 평가, (3) 심리적 

평가의 세 가지 항목에 관해 평가를 수행한다. 근접도 

평가는 설정 지점(그림 3 및 그림 4의 A와 B)에 근접 정

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어도 평가는 엔진과 조타의 

사용량 및 여유량을 계측하는 것이며, 심리적 평가는 

항해사의 심리적 위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근접도 평가와 제어도 평가는 FMSS 기반 시뮬레이션

의 결과 분석을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평가 항목이

다. 시뮬레이션은 항해사 A~D가 FMSS를 활용하여 설

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해당 항구에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5 및 그림 6에 나타내었다. 

- 근접도 평가 결과 분석 기준 : 다른 선박과 교행하

는 상황을 포함하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수로폭이 

일정한 항로에서 좌우 움직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대상 선박의 우현에 있는 물표

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만약 지점 A와 B와의 거리 

변화가 크다면 항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통항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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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simulation result (Osaka port)

 Fig. 5 The simulation result (Busan port)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3 : 620~628 Mar. 2017

626

- 제어도 평가 결과 분석 기준 : 제어도는 선박의 타

각/엔진 사용량, 타각/엔진 여유 제어량 등으로 평가한

다. 본 논문에서는 타각/엔진 사용량은 평균값을 사용

하고, 타각/엔진 여유 제어량은 전체 제어량에 타각/엔

진 사용량을 나누어 계산한다. 타각/엔진 여유 제어량 

값의 범위는 0～100%로 값이 0에 가까우면 제어 불능 

상태를 의미하고, 100에 가까우면 여유 제어량이 최대

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2. 근접도 평가

부산항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의 근접도 측정 결

과는 표 8과 같다. 항해사 A와 D에게는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았고 항해사 B와 C에게는 IT 서비스가 제공되

었다. 항해사 A, C, D의 경우에 충돌 사고(collision)가 

발생되었는데, 항해사 A와 C는 근접도 측정 지점 A를 

지나기 전 충돌하여 근접 거리의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근접 거리와 사고 발생(충돌/좌초 등)의 측면에서는 서

비스 제공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으

나 항적도를 살펴보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선

박의 좌우 움직임이 잦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

사카항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의 근접도 측정 결과

는 표 9와 같다. 항해사 A와 D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

었으며, 항해사 B와 C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

다. 항해사 C의 경우에는 근접도 측정 지점 B를 지나기 

전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근접 거리의 측정이 불가능하

였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효

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Officer Point A Point B Providing service or not

A - - X

B 158 m 117 m O

C - - O

D 119 m 110 m X

Table. 8 A result of the proximity measure (Busan port)

Officer Point A Point B Providing service or not

A 279 m 164 m O

B 276 m 177 m X

C 172 m - X

D 209 m 36 m O

Table. 9 A result of the proximity measure (Osaka port)

5.3. 제어도 평가

시뮬레이션 대상 선박의 최대 타각은 35°, 전속 상태

(full ahead)에서 최대 엔진 RPM은 100이지만 입항 상

황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속력을 10±1노트 이내로 제한

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엔진 여유 제어량은 10 노트

에 해당하는 RPM인 45를 기준으로 하여 엔진을 얼마

나 사용하였는지를 표현하였다. 먼저, 부산항의 제어도 

평가 결과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76~86% 

수준의 타각 여유 제어량을 보였고, 50~71% 수준의 엔

진 여유 제어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오사카항의 제어

도 평가 결과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66~ 

83% 수준의 타각 여유 제어량을 보였고, 42~55% 수준

의 엔진 여유 제어량을 보였으며, 엔진 여유 제어량은 

부산항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기대와 달

리 제어도 평가 또한 근접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Officer
Rudder angle Engine

Usage Extra Usage Extra

A 4.8689 ° 86.09 % 34.4754 RPM 65.52 %

B 4.2131 ° 87.96 % 50.1148 RPM 49.89 %

C 8.2951 ° 76.30 % 29.5082 RPM 70.49 %

D 5.0492 ° 85.57 % 49.9672 RPM 50.03 %

Table. 10 Results of controllability statistics (Busan port)

Officer
Rudder angle Engine

Usage Extra Usage Extra

A 7.0984 ° 79.72 % 52.3607 RPM 47.64 %

B 6.3559 ° 81.84 % 57.5082 RPM 42.49 %

C 6.2143 ° 82.24 % 45.6071 RPM 54.39 %

D 11.6393 ° 66.74 % 54.1639 RPM 45.84 %

Table. 11 Results of controllability statistics (Osaka port)

5.4. 심리적 평가

항해사의 심리적 위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한 항해사의 심리적 평가 의견을 표 12와 

같이 리커트(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조사 항목은 크게 (1) 항해 위험도, (2) 심리적 부담도의 

두 가지로, +3에서 –3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선택하

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3에 나타냈다.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평균 항해 위험

도 및 심리적 부담도는 모두 “–2.5”로 나타났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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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 평균 항

해 위험도 및 심리적 부담도는 각각 “-1.75”, “-0.5”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 항해 위험도 

및 심리적 부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6가지의 MSP 중 두 번째 항목인 항

해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를 제안하였고,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FMSS를 활용하여 제안한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을 평

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근접도 평가, 

제어도 평가, 심리적 평가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근접도 및 제어도 평가에서는 유효한 결

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심리적 평가에서 항해 위험도 

및 심리적 부담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경

험이 많은 고급 항해사(항해사 A, B)는 항해 경험을 바

탕으로 주로 레이더와 같은 전통적인 장비를 이용하는 

성향을 보였고, 항로 계획 공유 서비스를 크게 참고하

지는 않았다. 반면에 초급 항해사(항해사 C, D)는 

ECDIS와 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항해 장비를 많이 활

용하는 성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다른 선박의 항로 

계획 정보가 선박간 공유된다면 안전 항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매우 어려웠다. 공통된 유효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해서는 보다 많은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며, 이에 대한 시간/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제안에 

있어서 반드시 예비 검증 과정을 거쳐야하며, 실제 실

험이나 제도 도입/시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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