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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의 발달로 선박에도 안전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현대화된 장비들이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도구들에도 불구하고 항해사들은 여전히 복잡한 항해 상황에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해양 사고가 항해사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 해양사고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 사고의 약 15%가 

충돌에 의한 사고이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고의 약 50%가 충돌사고이다[1]. 이런 충돌사고의 원인은  

약 82%가 인적오류에 해당하는 운항과실이며,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경계소홀과 항행법규위반이 주 

원인이다[1]. 즉, 충돌사고의 대부분이 인적오류이고, 운항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선박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돌위험도를 미리 추정하여 알려주는 다양한 연구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고[2,3,4], 일부 항해장비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충돌위험도를 미리 알려주었을 때, 

실제 운항자는 충분히 피항 가능한 상황인데 위험성을 알린다고 판단하여 위험 경고를 무시하거나 

장비의 알람 기능을 꺼놓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좀 더 현실적인 

항해위험도를 평가하고자 항해 선박 고유의 사고취약도를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5,6].

선박 충돌 위험 예측이 운항자들에게 좀 더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실제 선박들의 충돌 회피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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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평소에 선박 충돌 회피 조치를 

어떻게 취하며 운항을 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하고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선박별 충돌 회피 패턴을 분석하여 이력관리를 

해두면, 충돌위험도를 추정할 때 해당 선박의 피항 패턴이 사고에 

취약한지를 고려하여 충돌위험도를 더 높히거나 낮게 조정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선박에서의 충돌 회피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우 유형별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특히, 충돌회피를 위한 초기대응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 핵심 모듈을 뉴로-퍼지 기반 추론 형태로 상세히 

설계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제안하는 시스템의 타당성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관련 연구

2.1 선박 충돌 회피 조치  

해상에서 선박간의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해상교통규약(COLREGs)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약에는 날씨에 따른 대응, 안전 속도 규정, 협수로에서의 의무, 

선박간 조우 시 충돌 회피 동작, 상황별 항해등과 음향신호 사용법 

등 다양한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다[7]. 

COLREGs에서 선박간 조우시 충돌 회피 조치에 관한 것은 규칙 

13번~17번인데, 이를 정리해보면 그림 1과 같다[8]. 그림은 자선 

MS 입장에서 조우하는 상대선박들(TS1~TS6)에 대한 세 가지 조우 

유형별 선박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정면으로 마주치는 Head-On인 경우 두 선박 모두 피항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 진로방향을 횡단하는 Crossing의 경우에는 상대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우회하기 용이한 선박이 피항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서 앞으로 추월하는 Overtaking 상황에서는 

추월선이 피항선이 된다.  

선박의 충돌위험성을 판단하거나 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계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운항자들에게 관습화된 

충돌 회피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앞에서 

설명한 해상교통규약을 반영한 연구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 중 

충돌 회피를 위한 선박 운항자의 초동조치에 관한 연구 [9]에서는, 

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선박 조우 상황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최소 안전거리와 초기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개시거리(Response Distance: 초기 대응시 상대 선박과의 거리)

와 변침각(Turning Angle: 초기대응시 진로변경을 위한 방향 회전 

각도)을 조사한 후 이론적 검증 결과를 보였다. 

[9]에서의 설문결과, 이론 검증에 따른 기준, COLREGs 권고 

기준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설문결과 모든 조우 상황에서 최소 

안전거리를 1nm (nautical mile, 해상마일)로 응답했고, 초동대응에 

해당하는 개시거리와 변침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응답했다. 

하지만, 상황별 개시거리와 변침각을 기준으로 조우 선박간 

최근접거리(DCPA: Distance of Closest Point of Approach)를 

표 1. 충돌 회피 조치: 설문 결과와 이론 검증에 따른 기준
Table 1. Collision Avoidance Measures: Survey Results and Guideline by Theoretical Verification

  Avoidance

Encounter    
Type 

Survey Results
Guideline by 

Theoretical Verification
Guideline by COLREGs 

Response
Distance

Turning
Angle

Safety
Distance

Response
Distance

Turning
Angle

DCPA
Response
Distance

Turning
Angle

Safety
Distanc

Head-On 6nm 10˚ 1nm 6nm 15˚ 1nm 6nm X X

Crossing
Fine 6nm 15˚ 1nm 3nm

3nm
3nm

30˚
30˚
30˚

0.5nm
0.5nm
0.5nm

3nm
3nm
3nm

X
X
X

X
X
X

Broad 3nm 20˚ 1nm
Converging 3nm 30˚ 1nm

Overtaking 3nm 10˚ 1nm 3nm 10˚ 1nm 3nm X X

Encounter
 Type

Give-way
Vessel

Stand-on Vessel

Head-On TS3, TS4, MS None

Crossing
Crossing

Case A TS5 MS

Case B MS TS6
Overtaking TS1, TS2 MS

그림 1.  COLREGs: 선박 충돌 회피 규칙
Fig. 1. COLREGs: Rules for Ship Collision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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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면 1nm이 안되거나 훨씬 멀어진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9]

의 저자는 여러 경우를 조합하여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표의 내용처럼 제시하였다. COLREGs에서는 충돌회피 조치 

관련한 명확한 개시거리나 변침각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신호에 대한 권고 거리를 개시거리로 대응시켜 

참고사항으로 정리되었다.

표 1은 충돌에 필요한 초동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초동 대응에 대한 충돌 회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우 유형별 다양한 충돌 회피 조치에 

대한 분석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는데, 설계 과정에 

표1의 내용을 반영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에도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2.2 뉴로-퍼지 기법 및 응용 사례

신경망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루기 용이한 학습 도구이고, 

퍼지전문가시스템은 전문가로부터 획득한 언어 형태의 지식을 

다루기 용이한 추론 도구이다[10]. 이들을 결합한 뉴로-퍼지 추론 

시스템은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초기 학습을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고, 학습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지식을 걸러낼 수도 있다. 

불확실한 지식을 다루는 학습 가능한 추론시스템의 특징을 갖는 

뉴로-퍼지 기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될  수 있다. [11]은 뉴로-퍼지 

기법을 기반으로 단기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의 뉴로-퍼지 시스템은 2개의 입력 변수만을 이용하였지만, 

실제 전력 수용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해 

보였다. 또, [12]는 적응형 뉴로-퍼지 기법을 이용하여 전자 혈압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례로서, 실시간 혈압신호를 이용하여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측정하는데 뉴로-퍼지의 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혈압측정 방식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선박의 충돌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도 뉴로-퍼지를 이용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13]은 그 중 하나의 예로서, 뉴로-퍼지 

기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충돌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운항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운항 환경 요소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조우 상황에서의 초동조치에만 

초점을 맞춰 초기 충돌 회피 조치가 최종 충돌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뉴로-퍼지 기법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3. 충돌회피조치 분석 시스템 설계

3.1 전체 시스템 구조

충돌회피조치 분석 시스템은 수집된 AIS(선박 자동 식별 장치) 

데이타를 분석하여 피항의 의무가 있는 선박이 충돌 회피조치를 

어느 정도로 취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전처리기(Pre-Processor), 충돌회피조치 

분석기(CAM Analyzer), 충돌회피조치 이력관리기(CAM History 

Management) 서브 모듈이 필요하고, 이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충돌회피조치 분석 및 관리 시스템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Analyzing and Managing System of Collision 

Avoidance Measures

‘전처리기(Pre-Processor)’ 모듈에서는 우선 AIS 데이터 

형태의 선박정보를 이용하여 타 선박과의 조우 형태를 파악하고 

피항의무가 있는 선박인지를 판단한다. 피항선인 경우 초기 회피 

동작이 시작될 때 ‘충돌회피조치정보(CAM Info.)’ ⓐ를, 조우했던 

선박과 멀어지기 시작 할 때 ‘회피조치결과정보(CAM Result Info.)’ 
ⓑ를 추출하여 선박정보와 함께 내보낸다. 

‘충돌회피조치 분석기(CAM Analyzer)’는 선박의 충돌 회피 

조치에 따른 결과를 추정하거나 학습시키기 위한 모듈이다. 

실시간으로 입력된  충돌회피조치정보 ⓐ로 충돌회피 가능 정도를 

추정하여 그 결과인 충돌회피조치분석정보(CAM Analyzing Info.) 

ⓒ를 내보내고, 시간이 흘러 조우선박과 멀어져 실제최근접거리가 

관측됐을 때 입력되는 회피조치결과정보 ⓑ는 학습 데이터로 

이용한다. 

‘충돌회피조치이력관리기(CAM History Manager)’는 충돌회피 

조치 ⓒ에 포함된 추정최근접거리와 ⓑ에 포함된 실제최근접거리를 

입력받아  DB를 이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모듈이다. 

선박들이 동일한 회피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최근접거리가 

관측될 때 까지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추가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최근접거리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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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 모듈은 일반적인 선박 운항자들의 회피 패턴에 따른 

최근접거리를 추정함으로써 현재 항해 상황에서 선박의 사고 

취약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력관리기 모듈은 개별 선박 운항자의 

회피 패턴을 누적함으로써 운항자의 잠재적 사고 취약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3.2 뉴로-퍼지 기반 충돌회피조치 분석기 

충돌회피조치 분석 시스템의 핵심 모듈인 분석기는 회피조치 

정보에 해당하는 개시거리와 변침각을 입력으로 하고 그에 따른 

추정최근접거리를 출력하는 뉴로-퍼지 추론 시스템이다. 뉴로-퍼지 

추론 구조와 관련 소속 함수들은 다음과 같다.

(1) 뉴로-퍼지 추론 구조 

 

그림 3. 충돌회피조치 분석을 위한 뉴로-퍼지 시스템
Fig. 3. Neuro-Fuzzy System for Analyzing Collision Avoidance 

Measures

충돌회피조치 분석을 위한 뉴로-퍼지 추론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1층은 두 개의 입력 값을 받아 그대로 출력하는 2개 뉴런이 

있고, 2층은 개시거리의 퍼지집합 S(Short), M(Medium), L(Long)

과 변침각의 퍼지집합 S(Small), MS(Medium-Small), ML(Medium-

Large), L(Large)를 포함하여 총 7개의 뉴런으로 구성된다. 4층은 

추정최근접거리의 퍼지집합 N(None), BN(Bounday-None), 

BP(Boundary-Proactive), P(Proactive)에 해당하는 4개 뉴런으로 

구성되고, 5층은 이들의 퍼지값을 결합하여 역퍼지화하여 단일한 

숫자로 추정최근접거리를 출력하는 1개 뉴런으로 정의한다. 추론 

규칙에 해당하는 3층은 개시거리의 퍼지집합, 변침값의 퍼지집합, 

추정최근접거리 퍼지집합의 조합으로 구성된 퍼지 규칙에 해당하는 

48(=3×4×4)개 뉴런으로 구성된다. 

각 층 사이의 유효 연결선은 1층과 2층 사이에 7(=3+4)개, 2

층과 3층 사이에 96(=2×48)개, 3층과 4층 사이에 48개이다. 1

층과 2층 사이의 연결 가중치와 2층과 3층 사이의 연결 가중치는 1

로 고정시키고, 3층과 4층 사이의 연결 가중치는 전문가의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학습을 통해 가중치가 조정된다.

(2) 퍼지 소속 함수 

그림 4. 정면 조우 관련 소속함수들: (a)개시거리, (b)변침각, 
(c)추정최근접거리

Fig. 4. Membership Functions for Head-On Encounter: (a) 
Response Distance, (b) Turning Angle, (c) Estimated DCPA

2층과 4층 뉴런에 반영되는 소속함수는 그림 4, 5, 6 과 같고, 

소속함수의 가로축에 표시된 각도와 거리 값은 표1로 정리한 

관련 연구 [9]에서의 이론적 검증 과정에서의 실험 값들을 토대로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9]에서 초동조치의 개기거리와 변침각에 

따른 최근접거리의 관계를 다양한 값의 조합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실험에서 의미 있게 관찰되는 값의 범위는 개시거리 

1.0nm ~ 6.0nm, 변침각은 5˚~ 40 ,̊ 최근접거리는 0.1nm~1.0nm

였으며 이는 조우상활별로 그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한편, 

개시거리와 변침각이 동일하더라도 조우하는 선박 간 속도 관계에 

따라 최근접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잡도를 줄여 

제안 시스템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 정면 및 횡단 조우인 

경우 두 선박의 속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고, 추월 조우인 

경우에는 추월선이 피추월선보다 1.5배 속도가 빠른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면(Head-On) 조우인 경우, 개시거리, 변침각, 추정최근접거리 

소속함수는 그림 4에서와 같으며 약어로 표시된 퍼지집합의 이름은 

그림 3에서와 동일하다. 

횡단(Crossing) 조우인 경우, 정면으로 조우하는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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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속도가 작으므로 추정최근접거리를 작게 잡아 소속함수는 

그림 5과 같이 정의하고, 개시거리와 변침각은 정면 조우에서와 

동일하다. 

그림 5. 횡단 조우 관련 소속함수: 추정최근접거리
Fig. 5. Membership Function for Crossing Encounter: Estimated 

DCPA

추월(Overtaking) 조우인 경우, 진로방향이 유사하여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게 여겨지므로 개시거리를 짧게 하여 소속함수를 그림 6

과 같이 정의하고, 변침각과 추정최근접거리는 정면 조우에서와 

동일하다. 

그림 6. 추월 조우 관련 소속함수: 개시거리
Fig. 6. Membership Function for Overtaking Encounter: Response 

Distance

  세 가지 조우 형태에 따라 다른 소속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3의 구조를 2층과 4층 뉴런의 활성화 함수만 다르게 하여 세 

가지 뉴로-퍼지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4. 충돌회피조치 분석기 테스트

앞에서 제시한 충돌회피조치 분석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윈도우7에서 C++로 해당 내용을 구현하여 학습과 추론을 

실행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9]에서 서술된 조우 유형별 초기대응(

개시거리, 변침각)에 따른 최근접거리를 검증하기 위해 계산하여 

정리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이중 일부를 추론 테스트용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3층과 4층 사이의 48개 연결선에 대한 가중치를 초기에 모두 

0.5로 초기화 하여 학습시킨 후, 세 개의 개시거리 퍼지집합과 

네 개의 변침각 퍼지집합을 조합할 때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12

개의 연결선에 대한 가중치가 1로 수렴해가고 나머지는 0으로 

수렴해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 가지 조우 유형별로 이러한 

학습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2,3,4와 같은 추론 규칙이 된다. 즉,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을 통해 추론 규칙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정면 조우의 추론 규칙
Table 2. Inference Rules for Head-On Encounter

< Head-On >
Estimated DCPA

Response Distance

S M L*

Turning
Angle

S N BN BP

MS* N BN BP*

ML N BP BP

L BN P P

표 3. 횡단 조우의 추론 규칙
Table 3. Inference Rules for Crossing Encounter

< Crossing >
Estimated DCPA

Response Distance

S* M* L

Turning
Angle

S N BP BP

MS BN P P

ML BP P P

L* P* P* P

표 4. 추월 조우의 추론 규칙
Table 4. Inference Rules for Overtaking Encounter

< Overtaking >
Estimated DCPA

Response Distance

S M L*

Turning
Angle

S* BN P P*

MS BP P P

ML P P P

L P P P

추론 규칙들을 표 1에서의 이론 검증에 따른 기준 값들과 

비교해보면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추론 규칙표에서 

표 1과 비교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 ’로 표기하였는데 표 3의 

횡단 조우의 경우, 개시거리가 S와 M 중간이기에 두 경우 모두를 

비교하였다. 표 1에서 제시된 기준과 일치하려면 ‘* ’ 표시된 모든 

경우 추정최근접거리는 P(적극 조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횡단 

또는 추월의 경우는 P로 표 1과 동일한 결과지만, 정면 조우의 경우 P

가 아닌 BP(경계적극 조치)로 구분되어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더 정확한 검증은 실제 AIS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해야 결론 낼 

수 있다.  

5. 결론 

선박에서의 충돌회피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우 

유형별 그 패턴을 분석하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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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핵심 모듈인 초기 회피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뉴로-퍼지 기반의 추론 모델을 상세 설계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일반적인 선박 운항자들의 회피 패턴에 

따른 최근접거리를 추정함으로써 현재 항해 상황에서 선박의 사고 

취약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력관리기 모듈은 개별 선박 운항자의 

회피 패턴을 누적함으로써 운항자의 잠재적 사고 취약성의 근거를 

제시하여 현실적인 충돌위험도를 추정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실제 선박의 항적 이력을 

이용하여 추가의 검증이 필요하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상대선박의 

선박 간 속도 관계를 정면 또는 횡단 조우인 경우 동일하고 추월인 

경우에는 추월선박이 1.5배인 것으로 가정했지만, 상대 선박의 

속도를 반영하는 형태로 뉴로-퍼지 추론 구조를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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