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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

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 검증 및 효과도 평가에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EVS 형식론 기반 선박 항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선행연구에 이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 및 도출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항해사 및 조타수 에이전트를 모델링하고, 실제 선박

의 운동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정 및 보간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설계한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 항해 시뮬레이션 시

스템을 구현하고,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섯 가지 충돌회피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그 후, 각 시나

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아키텍처 내에서 선박 구성

요소 및 에이전트 모델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충돌회피 의사결정 및 항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many researches have been under way to develop systems (services) to support the safety navigation of 
ships, and in these studies, common difficulties have been encountered in assessing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pose the DEVS-based ship navigation modeling and simulation 
technique. Following the preceding study, we analyze the COLREG rules and reflected to officer and helmsman agent 
models for decision making. Also we propose estimation and interpolation techniques to adopt the motion characteristics 
of the actual vessel to simulation. In addition, we implement the navigation simulation system to reflect the designed 
proposed methods, and we present five-scenarios to verify the developed simulation system. And we conduct simulations 
according to each scenario and the results were reconstructed. The simulation results confirm that the components 
modelled in each scenario enable to operate according to the navigation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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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법이 요구된다. 개발한 시스

템 및 서비스의 적용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선

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는 현실적으

로 많은 한계를 가진다[1-4].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산사건시스템명세(DEVS,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형식론 기반의 항해 시뮬레

이션에 관한 방법을 제안하였다[5-7]. 여기서는 SES/MB 
(system entity structure/model base) 프레임워크를 기반

으로 항해 시뮬레이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선박을 구

성하는 핵심 장비의 특성과 항해시 의사결정을 담당하

는 항해사 등의 에이전트를 모델링하는 것에 관한 내용

을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7]를 바탕으로 제안한 시뮬

레이션 아키텍처 및 핵심 요소 모델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8] 기반의 충

돌회피 시나리오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

증한다. 이를 위해, 먼저 COLREG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선 및 타선의 대응 규칙을 분석하고, 각 상황별 관계

를 식별 및 정의한다. 또한, 선박의 특성에 따른 선회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며, 이를 반영하여 에

이전트 기반 항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현한다. 그 

후, 항해 상황에 대한 일대일 및 일대다 충돌회피 시나

리오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개발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을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COLREG 

규정 분석과 선박 항법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3장에

서는 선박 항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개발과 충돌회피 

시나리오의 설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4장에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개발 시스템의 검증에 관한 내

용을 다루며, 5장의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Ⅱ. COLREG 항법 관계 및 판단 기준

2.1. COLREG 개요와 선박 항법 관계

해역·수역에 있는 모든 선박과 수상항공기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통항 규칙에 관한 국제 협약인 COLREG
를 준수해야 한다. COLREG의 항법 규정에서는 운항 

중 충돌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속력 유지 및 적절한 

경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험성 판단을 위

하여 자선에 탑재된 항해통신장비의 활용을 통해 상대 

선박과의 거리나 방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된

다고 정의하고 있다[8]. 
선박 운항시에 항해사는 타선박의 항로를 인지하여 

자선의 피항 혹은 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위험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

결정은 COLREG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판단은 자선

과 타선의 위치와 상대 방위가 기준이 된다. 이를 위해 

COLREG에서는 선박 간 조우상태에 대해서 마주치는 

상태(head-on), 횡단상태(crossing), 추월상태(overtaking)
의 세 가지 항법 관계로 분류하고 있다.

- 마주치는 상태 : 자선에서 타박의 마스트등(masthead 
light)과 현등(side light)을 좌우 약 5 ~ 6°의 범위 내에

서 바라보는 경우 해당하며, 서로가 좌현을 바라보면

서 통과하도록 각 선박은 우현으로 변침하여야 한다.
- 횡단상태 : 서로 다른 선박이 교차하며 항해하는 경우

이며, 자선에서 타선의 좌현 즉, 홍등(red light)을 바라

보는 선박이 우현으로 변침하여 타선박의 전방을 횡단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추월상태 : 타선박의 선미등(stern light)만 볼 수 있고 

현등(side light)은 볼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 추월선은 

피추월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현

으로 변침하여 완전히 앞질러 갈 때까지 의무를 다해

야 한다.

2.2. 항법 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항법 관계에 대한 판단은 상대 

방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가장 명확한 

분류 방법은 선박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항해등을 기

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특히 시계가 제한적인 야간에 

등화를 통해 다른 선박의 크기나 상대방위와 같은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항해사는 항법 관계 파악, 피
항 혹은 유지에 대한 판단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해

등은 기본적으로 그림 1과 같이 마스트등, 좌·우현등, 선
미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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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vigation lights with relative heading

- 마스트등 : 선박의 마스트에 설치한 백색등(white light)
으로 선수 방향을 중심으로 좌, 우 각각 112.5°, 총 225°
의 부채꼴 모양의 각도를 가지며, 먼 거리(규정 : 3 NM 
이상)에서 항해 중 선박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주치는 

상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길이 50m 
이상 선박의 경우에는 2개의 마스트등을 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등 : 선박의 좌현은 홍등, 우현은 녹등(green light)으
로 표시하기 위한 등화로 선수 방향에서 각 현 쪽으로 

112.5°의 각도를 가진다. 또한, 횡단상태에서 선박이 

다른 선박의 좌측 혹은 우측을 바라보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미등 : 선박의 후미에 설치되는 백색등으로 선미를 

중심으로 135°의 각도를 가지며, 앞서가는 선박이 있

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추월상태에서

는 추월하고자 하는 선박의 위치 및 상대방위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유형별 항법 관계를 그림 2에 각각 나타냈으며, Case Ⅰ
은 횡단상태, Case Ⅱ는 마주보는 상태, Case 는 추월상

태를 도식화하였다. Case Ⅰ (1)은 자선의 오른쪽에 타

선이 위치해 있는 경우이며, 자선이 타선의 좌현 혹은 

우현을 보는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Case Ⅰ (2)는 자선의 왼쪽에 타선이 위치해 있는 경우

이며, 마찬가지로 자선이 타선의 좌현 혹은 우현을 보는

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또한, Case 
Ⅱ및 Case Ⅲ까지 총 6가지의 경우의 수로 구분될 수 있

으며, 이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자선과 타

선의 상대방위 각(θ)을 도출하여 침로를 유지해야 하는

지 혹은 피항 조치를 해야 하는지 판단 및 결정한다[9].

Fig. 2 Navigation situation cases by the COLREG

Navigation situation

Head-on Crossing Overtaking

Located 
on the 
bow

Located 
on the port

Located 
on the starboard Located 

on the 
stern

Heading 
at the 

starboard

Heading 
at the 
port

Heading
at the 

starboard

Heading 
at the 
port

Table. 1 COLREG relations cases

Ⅲ. COLREG 기반 에이전트 모델링과 선박 항해 
시뮬레이션 기법 설계

3.1. COLREG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에이전트 모델링

선행연구[7]에서 DEVS 형식론 및 SES/MB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선박 핵심 장비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아키텍처 설계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OLREG 
기반 에이전트 모델링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에이전트란, 지식베이스와 추론엔진 등을 가지

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가지는 시뮬레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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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개발하는 항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에는 항

해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항해사(officer) 에
이전트와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라 조타기를 제어하는 

조타수(helmsmen) 에이전트가 있다. COLREG 기반의 

항법 관계 판단 기준은 자선과 타선의 위치에 따른 상대

방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항해사 에이전트가 항로를 

유지할지 혹은 피항할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

을 지식베이스로 모델링하였으며, 표 2에 나타냈다. 
항해사 에이전트의 추론엔진 모델은 충돌위험에 대

한 자선과 타선의 위치정보와 선수방위를 수신하여 지

식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또한, 
해당하는 명령을 조타수 에이전트로 전달한다. 이때, 명
령은 침로 유지(maintain), 횡단상태, 마주치는 상태, 추
월상태의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특히, 횡단상태에서는 

선박이 교차하는 정도에 따라 세 단계(fine, broad, 
converging)로 구분하였다. 그 후, 조타수 에이전트는 항

해사 에이전트로부터 전달받은 상황별 명령에 따라 타

를 유지하거나 변경 정도를 제어하게 되며, 모델링한 내

용을 표 3에 정리하였다[6,9].

State (input) Command to Helmsman
(output)Position Heading

Located 
on the port

Heading at the 
starboard Maintain

Heading at the port Crossing
(Fine/Broad/Converging)

Located 
on the 

starboard

Heading at the 
starboard Maintain

Heading at the port Crossing
(Fine/Broad/Converging)

Located
on the bow Heading at the bow Head-On

Located 
on the stern Heading at the stern Overtaking

Table. 2 Knowledge base of the Officer model

Input Output
Own ship state

Officer command Control rudder

Maintain rudder = 0 ° Normal

Crossing - Fine rudder = 15 °

Avoid

Crossing - Broad rudder = 20 °

Crossing - Converging rudder = 30 °

Head-On rudder = 10 °

Overtaking rudder = 10 °

Table. 3 Knowledge base of the Helmsman model

3.2. 항해 시뮬레이션을 위한 선박 선회율 도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의 설계에 앞서 선박의 

운동역학적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속도(knots)와 

타각(rudder)에 따른 선회율(ROT, rate of turn)을 추정

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

해서는 선박 선형을 비롯하여 여러 계수 등이 요구되며, 
이는 역학 전산 시뮬레이션, 모형선 실험, 실선 시운전

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접근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ngsberg사의 선박조종시뮬레이터(FMSS, full mission 
ship -handling simulator)를 활용하였다. 이는 항해사 교

육 등을 목적으로 제원이나 흘수 등에 따른 운동성능 분

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선박의 움직임을 모사하도

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선회율의 산정이 가능하다. 
FMSS에서 시뮬레이션 대상 선박을 선택하였으며, 해
당 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제원은 표 4에 나타냈다[9]. 

Data Image

Class and type Cruise ferry

<M/S Fantasy>

Tonnage 75,027 GT (gross tonnage)

Length 223.70 m

Beam 35.00 m

Draft 6.80 m

Speed Max. 22.0 kn (knots)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vessel

FMSS를 기반으로 속도 5, 10, 15 노트, 각각의 속도에

서 타각 5°, 10°, 15°로 설정하여 총 9번의 선회시험을 수

행하였다. 이때, 각 시험에서 속도 및 타각별로 변화하는 

선수방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

를 그림 3에 나타냈다. 그림 3의 (a)는 속도가 5 노트이고 

타각이 5°, 10°, 15°일 때 선수방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3의 (b)는 10 노트, 그림 3의 (c)
는 15 노트로 각각 설정하여 시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속도가 빠를수록 혹은 타각이 클수록 선수방위가 상

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회시험에 대한 결과 값은 표 5에 정리하였으며, 표 

5의 (a)는 0~360° 선회하는데 소요된 전체 시간을 나타

냈다. 또한, 표 5의 (b)는 속도 및 타각에 따른 초 단위의 

선수방위 선회율을 나타내는데, 360°에 전체 소요시간

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Newton의 전진차

분 보간다항식(Newton’s optimal difference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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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nomial)을 적용하면, 대상 선박이 x 노트의 속도일 

때, r°로 타각을 제어하면 t초 후의 선박 선수방위가 h°
가 되는지의 계산이 가능하다.

(a) Velocity: 5 kn, Rudder angle: 5°, 10° and 15°

(b) Velocity: 10 kn, Rudder angle: 5°, 10° and 15°

(c) Velocity: 15 kn, Rudder angle: 5°, 10° and 15°

Fig. 3 Turning test results for the target vessel

Table. 5 ROT calculation results of turning test

Total time 
(sec)

Rudder angle (°)

5 10 15

V
elocity 
(kn)

5 4817.2 2430.1 1624.2

10 2123.8 1231.7 824.9

15 1423.4 738.4 525.5

(a) Total time consumption

Heading
ROT

Rudder angle (°)

5 10 15

V
elocity 
(kn)

5 0.0747 °/s 0.1481 °/s 0.2216 °/s

10 0.1695 °/s 0.2922 °/s 0.4727 °/s

15 0.2529 °/s 0.4875 °/s 0.6850 °/s

(b) Heading ROT (rate of turn)

Ⅳ.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및 시스템 개발

4.1. 충돌회피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설계

항법 관계(횡단상태, 마주치는 상태, 추월상태)에 대

한 에이전트 기반 충돌회피 의사결정 시뮬레이션의 유

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6과 같이 자선(OS, own 
ship)과 타선(TS, target ship)의 항로 계획 및 시나리오

를 설계하였다. 1:1 상황에서 ①횡단상태(OS 피항), ②
횡단상태(TS 피항), ③마주치는 상태(OS 및 TS 피항), 
④ 추월상태(OS 피항)와 1:3 상황에서 ⑤ 다중 횡단상

태(OS 및 TS 피항)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COLREG 
기반 충돌회피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때, 추월상태

의 피추월선 속도(5노트)를 제외하고 각 선박의 속도는 

15노트로 설정하였다.

No. Case Situation Note

①

1:1

Crossing
OS avoidance

② TS avoidance

③ Head-on OS and TS avoidance

④ Overtaking OS avoidance

⑤ 1:3 Crossing and head-on OS and TS avoidance

Table. 6 The designed simulation scenarios

- 시나리오 ① : 그림 4와 같이 OS과 TS가 횡단하는 상

태이며, OS가 TS의 좌현 즉, 홍등을 바라보고 있기 때

문에 OS가 우현으로(좌현 대 좌현) 피항 의무(TS 유
지)를 가진다.

Fig. 4 1:1 Crossing (OS avoidance) scenario

- 시나리오 ② : 그림 5와 같이 OS와 TS가 횡단하는 상

태이며, TS가 OS의 좌현 즉, 홍등을 바라보고 있기 때

문에 TS가 우현으로(좌현 대 좌현) 피항 의무(OS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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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가진다.

Fig. 5 1:1 Crossing (TS avoidance) scenario

- 시나리오 ③ : 그림 6과 같이 OS와 TS가 정면으로 마

주치는 상태로, 서로 선수 즉, 마스트등을 바라보고 있

기 때문에 OS와 TS 모두 우현으로 피항 의무를 가진다.

Fig. 6 1:1 Head-On (OS and TS avoidance) scenario

- 시나리오 ④ : 그림 7과 같이 OS는 15 노트, TS는 5 노
트로 항해하여 추월하는 상황으로, OS가 TS의 선미등

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OS가 우현 혹은 좌현으로의 

피항 의무(TS 유지)를 가진다.

Fig. 7 1:1 Overtaking (OS avoidance) scenario

- 시나리오 ⑤ : 그림 8과 같이 1:3 다중 선박 충돌회피 

상황으로 OS와 다른 3척의 TS가 마주치는 상태 혹은 

횡단상태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COLREG에 따른 

의사결정에 관한 유용성을 검증한다.

Fig. 8 1:3 Crossing and head-on(OS/TS avoidance) scenario

4.2. 충돌회피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선행연구에 이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각종 에이전트 

기반 선박 항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그림 9와 같이 선박 충돌회피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개발환경은 Windows 10 Pro 운영체제를 기

반으로 Microsoft Visual Studio 2015 개발도구에서 

.NET 프레임워크 4.5의 C# 개발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지도는 구글맵 API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DEVS 형
식론과 SES/MB 프레임워크 엔진은 기존 미국 A대학교

가 개발하여 공개한 DEVS C++를 국내 K대학교에서 

.NET C#용으로 컨버팅한 버전을 활용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각 선박의 선박 정보 설정 기

능, 항로 계획 기능, 결과 저장 및 재생 기능, 시뮬레이션 

속도(1 ~ 64 배속) 설정 기능, 자선 및 타선의 항해정보 

출력 및 저장 기능(NMEA 0183 센텐스 형태) 등이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은 화면 상단에 신규 시뮬

레이션 시작, 저장한 기존 시뮬레이션 결과 불러오기, 
선박 정보 설정, 항로 설정 시작, 재생, 정지, 배속 설정 

등을 위한 메뉴가 있고, 화면 중앙에 구글 맵 기반의 지

도에서 신규 시뮬레이션 항로 설정, 시뮬레이션 진행 과

정, 기존 시뮬레이션 재생(붉은 색 : 자선, 검은색 : 타선)
이 가능하다. 또한, 화면 하단에는 시뮬레이션 중인 선

박들의 항해 상태를 NMEA 0183 센텐스 형식으로 출력

하는 창을 배치하였으며, 화면 좌측에 설정한 자선과 타

선 정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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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뮬레이션 결과 재구성 및 검증

설계한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항로계획 

설정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시간에 흐름에 따

른 각 선박 항적을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 분석 도구인 

OriginLab 사의 Origin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재구성하였다. 

- 시나리오 ① : 그림 10은 첫 번째 시나리오의 시뮬레이

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OS과 TS의 상대방위가 약 

45°를 유지하고 서로의 현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

로 횡단상태이다. OS의 항해사 에이전트는 795 sec 시
점에 TS의 좌현, 즉 홍등을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COLREG에 따른 피항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현

으로 변침을 명령하고, 조타수 에이전트는 이에 따라 

타를 제어하여 충돌을 회피한다. 반면에 TS의 항해사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보면, TS는 OS의 녹등을 바라보

고 있기 때문에 피항 의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여 타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침로를 유지하게 된다. 
OS는 1,275 sec까지 516 sec 동안 회피를 수행하였으

며, 그 후에 다시 원 침로 및 유효 항적 범위(1 NM) 내

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Simulation result of scenario ① (OS avoidance) 

- 시나리오 ② : 그림 11은 두 번쨰 시나리오의 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시나리오 ①과는 반대로 TS가 피항 

조치를 하는 횡단상태이다. 이 경우, TS가 OS의 홍등

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피항 의무를 가지며, TS의 

항해사 에이전트는 245 sec 시점에서부터 455 sec까지 

210 sec간 회피조치를 하였다. 원 침로보다 약 0.75 
NM 벗어나 있지만, 유효 항적 범위(1 NM)인 내에 있

Fig. 9 The developed DEVS-based collision avoidance sim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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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타의 제어 없이 침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Simulation result of scenario ② (TS avoidance) 

- 시나리오 ③ : 그림 12는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OS과 TS는 서로의 선수, 즉 마스트

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마주치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OS와 TS 모두 피항 의무

가 있기 때문에 양 선박 모두 각각 219 sec 시점에서부

터 434 sec까지 215 sec간 회피 조치를 수행하였으며, 
상호간 적정 거리를 유지한 후, 원 침로 및 유효 항적 

범위 내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2 Simulation result of scenario ③ (OS/TS avoidance)

- 시나리오 ④ : 그림 13은의 네 번째 시나리오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TS보다 10노트 더 높은 속도로 항

해 중인 OS는 TS의 선미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추월상태이다. OS의 항해사 에이전트는 225 sec 시점

부터 피항 조치를 위해 우현으로 변침하여 710 sec까
지 485 sec간 회피를 수행하였다. 충돌을 회피한 후, 
원 침로 및 유효 항적 범위 내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3 Simulation result of scenario ④ (OS avoidance)

- 시나리오 ⑤ : 그림 14는 다중 선박의 에이전트에 의한 

충돌회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타낸 것이다. 
OS와 TS는 계획된 침로를 항해하는 동안 주변 선박에 

대한 충돌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가장 위험한 

대상을 우선하여 회피한다. 

OS 항해사 에이전트는 185 sec 시점부터 타선박 대

비 충돌위험도가 높게 추정된 TS1에 대해 피항 혹은 유

지 결정을 한다. 이때, TS1 역시 OS에 대한 충돌위험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고, 횡단상태이기 때문에 TS1
의 좌현을 바라보고 있는 OS가 피항 의무를 지기 때문

에 우현으로 회피하고 TS1은 침로를 유지한다. OS는 

500 sec까지 315 sec간 회피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원 침로 및 유효 항적 범위 내로 진입한다. 
마찬가지로 TS1, TS2, TS3의 경우에도 항해 중 발생하

는 충돌 위험도 및 COLREG의 항법 관계를 기반으로 

항해사 에이전트에 의한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적절한 

회피 조치 후, 원 침로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DEVS 기반의 선박 핵심 장비와 COLREG

에 의한 항해사 에이전트 모델 기반의 충돌회피 및 항해 

시뮬레이션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제 항해통

신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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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imulation result of scenario ⑤ (multiple avoidance)

Ⅵ. 결론 및 향후연구

최근,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개발

을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 검증 및 효과도 평가에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선 활용은 시간, 비용 등 많은 제약

을 가지며,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FMSS)는 항해 지식이 

있는 운용자가 요구되는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DEVS 형식론 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접

근 기법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 이어 COLREG 관련 

내용을 분석 및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항해사 및 조

타수 에이전트를 모델링하고, 실제 선박의 운동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정 및 보간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분석 및 설계한 내용을 반영하여 항해 시뮬레이션 시스

템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충돌회피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으며, 각 시나리

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재구성하

여 제시하였다. 결과를 통해 각 시나리오에서 모델링한 

구성요소들이 항법 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동 및 동

작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시스템에 

탑재한 후,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당 알고리즘의 검

증이나 효과도 평가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nd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IAT) through the National Innovation Cluster 
R&D program(P0006893, A Development of 
Predictive Maintenance System for Core Facilities 
in Maneuvering Vessel).

References

[ 1 ] H. G. Hwang, I. S. Shin, J. S. Lee and Y. H. Yu, “A design of 
navigation simulation system for verification of MSPs,” i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Spring Conference, p. 283, 2014.

[ 2 ] I. S. Shin, H. G. Hwang, J. S. Lee and Y. H. Yu, “A 
development of simulation system based on scenario for 
evaluation of e-Navigation MS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vol. 39, no. 1, pp. 86-93, Jan. 
2015.

[ 3 ] H. G. Hwang, B. S. Kim, I. S. Shin, J. S. Lee and Y. H. Yu, 
“An evaluation of effectiveness for providing safety navigation 
supporting service : focused on route plan sharing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1, no. 3, pp. 620-628, Mar. 2017.

[ 4 ] H. G. Hwang, B. S. Kim, I. S. Shin, J. S. Lee and Y. H. Yu, 
“An Evaluation of Effectiveness for Providing Safety 
Navigation Supporting Service : Focused on CPA/TCPA 
Information Supplying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1, vol. 9, pp. 1788-1795, Sep. 2017.

[ 5 ] M. R. Yi, “Study of situation prediction simulation for 
navigation information system of ship,”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vol. 19, no. 3, pp.127-135, Jun, 2010.

[ 6 ] M. R. Yi, “Design of the Neuro-Fuzzy based System for 
Analyzing Collision Avoidance Measures of Ship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 27 no. 2, pp. 
113-118, Apr. 2017.

[ 7 ] S. M. Woo, J. S. Lee and H. G. Hwang, “Vessel and 
navigation modeling and simulation based on DEVS 
formalism : design for navigation simulation architecture 
with modeling for critical systems and agents of vessel,” 



DEVS 형식론 기반의 선박 항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II) : COLREG 기반 선박 충돌회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례연구

1709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3, vol. 9, pp. 1038-1048, 
Sep. 2019.

[ 8 ] IMO Std. COLREGs, -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MO, 1972.

[ 9 ] S. M. Woo, “A modeling of core systems and agents in 
vessel based on DEVS formalism and navigation simulation,” 
M. S. thesi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Korea, 2019.

황훈규(Hun-Gyu Hwang)

2009년 : 한국해양대학교 IT공학부 (공학사)
2011년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2016년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13년 – 2016년 : 한국해양대학교 IT공학부 시간강사
2016년 – 현재 : 중소조선연구원 해양IT융복합소재연구본부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해양ICT융합기술, 선박 네트워크, 정보보안,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신뢰성 분석

우상민(Sang-Min Woo)

2016년 : 한국해양대학교 IT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전공 (공학사)
2019년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2015년 ~ 2017년 : ㈜지씨에스씨 연구원
2017년 ~ 2019년 : 중소조선연구원 해양IT융복합소재연구본부 연구원
2019년 ~ 현재 : GS건설(주) 임베디드시스템개발팀 사원
※관심분야 : ICT 융합 기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해상조난안전기술, 항해통신장비 

이장세(Jang-Se Lee)

1997년 :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1999년 :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2003년 :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13 ~ 2014년 : Duke High Availability Assurance Lab. Duk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04년 ~ 현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IT공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컴퓨터보안, 지능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생존성 분석, e-Navigation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