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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상에서의 충돌로 인한 선박의 손상은 선체구조의 안전과 관련
된 문제 일뿐만 아니라 인명과 재산의 손실,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왔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충돌회
피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여러 이론과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충돌회피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충돌회피알고리즘은 기존 연구에서 인식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과 충돌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구상하였다. 첫째, 자선의 조종성
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조류 같은 환경인
자가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선과 타선의 속도 비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셋
째, 피항 행동을 수행할 수 없는 타선과 조우하는 조건을 임계충돌
조건이라고 하는데, 임계충돌조건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임계충돌조건 중에서 자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타선과 조우하
는 경우에 나타난 운항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저속선박의 난제라고
하는데, 저속선박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된 충돌회피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째, 다른 선박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감지하고, 그 위험성을 객관
적인 지수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i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과 선박 자동 레이더 플로팅
장치(Automatic Radar Plotting Aids, ARPA)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충돌위험을 평가하는 지수로써 충돌비율이 제안되었다. 충
돌비율은 자선이 선택 가능한 전체 피항 침로 중에서 충돌이 예상
되는 침로의 비율로 정의된다. 충돌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선
과 타선의 위치, 속도, 선수각,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조종성능, 환
경인자 등이 고려되었다. 둘째, 자선의 안전과 운항계획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충돌회피 행동을
수행한다. A* 탐색법이 최적 회피 경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이용되었
다. A* 탐색을 위한 비용함수는 현재 위치에서 임의의 위치까지 도
달하기 위하여 소모된 비용과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최종 위치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비용의 합으로 정의되었으며, 경험적으로
추론되는 충돌위험도의 시간적분값을 비용함수로 이용하였다. 결정
된 피항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명령은 퍼지제어(fuzzy control)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선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종운동방정식을 풀이하였다. 셋째, 자선의 충돌 위험이 사
라졌을 때, 본래 경로에 복귀한다. 만약 또 다른 선박에 의한 충돌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돌회피 행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계획
에 의거하여 자동운항을 수행하도록 알고리즘이 구성되었다.
구성된 충돌회피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충돌 시나
리오를 구상하였다. 이 시나리오에 대하여 타선에 대한 자선의 충돌
회피 궤적, 계산된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
리 시 계열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충돌비율을 이용한 충돌회피알
고리즘과 충돌위험도를 이용한 충돌회피알고리즘의 결과 비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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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롭게 제안된 충돌 비율의 특성을 비교·정리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충돌비율을 이용한 선박충돌회피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하였
다. 설계된 충돌회피알고리즘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행동의 시작 시점
을 결정하였고, 임계충돌조건 및 저속선박의 난제를 해결하였다.

주요어: 충돌회피알고리즘, 조종성능, 임계충돌조건, 저속선박의 난
제, 충돌비율
학 번: 2008-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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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선박의 충돌이란 해상에서 운항중인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인 다른 선박과 부딪침으로써 선체에 구조적인 충격을 받거나 손
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돌로 인한 선박의 손상은 선체구조
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일뿐만 아니라 인명과 재산의 손실, 기름 유
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성이 매우 크다. Fig.1.1과 Fig.1.2는 실제 충돌 사고로 인하여 발생
한 선체 구조적인 손상, 인명 및 재산의 손실과 해양 오염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Fig.1.1의 왼쪽 사고는 2008년 06월 05일 Syros
호와 Sea Bird호가 우루과이 연안으로부터 20km 떨어진 해역에서
충돌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Syros호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Fig.1.1의 오른쪽 사고는 2009년 02월 11일 두바
이 연안에서 유조선 Kashimir호와 컨테이너선 Sima Saman호가 충돌
한 사고였다.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선체 내부 탱크에 폭발이 발생
했으며, 두 명의 승조원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Fig.1.2의 왼쪽 사
고사례는 2010년 09월 08일 선박 Panamanian호와 St. Kitts호가 충돌
한 사고였으며, 선체가 기울어짐에 따라 적재되어 있었던 컨테이너
화물이 유실되었다. Fig.1.2의 오른쪽 사고사례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에서 해안 경비용 예인선(coast guard towing vessel)과 천연
가스 생산 구조물(natural gas platform)이 충돌한 사고였으며, 이 때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해양 오염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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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Loss of ship and lives

Fig.1.2 Loss of properties and ocean pollution due to spills

충돌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선박 성능의 향상, 운항 자동화 설비의 개발,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항만 및 교각의 설계 등과 같은 요소 기술에 대한 사회
적인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충돌을 방지
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국제해
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 1972년에 국제
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COLREGs)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1986년 해상교통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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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표하였으며, 선박의 충돌사고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적인 해상교통법규의 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충
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Table 1.1은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심
판원에서 집계한 것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
현황이다. 국내 선박의 사고발생 건수는 2008년을 제외하고, 꾸준하
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충돌사고의 발생건수도 꾸준하게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최근 5년동안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중에서 충돌 사고가 차
지하는 비율만을 정리해보면, 대략 23.6%정도 이다. 2008~2009년도
사이를 기점으로 충돌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체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충
돌사고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충돌사고를 방지하
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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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Occurrences of marine accident according to kinds of
accident in recent five years

2007

2008

2009

2010

2011

148

125

160

174

208

(26.1%)

(26.0%)

(22.1%)

(23.6%)

(22.0%)

접촉

9

15

10

22

23

좌초

39

32

43

64

64

화재/폭발

37

25

34

25

57

침몰

19

18

22

22

27

기관손상

185

145

253

236

261

조난

8

11

16

9

41

시설물 손상

1

2

1

4

4

인명사상

11

17

21

33

82

안전운항저해

65

61

94

91

101

기타

44

29

69

57

78

계

566

480

723

737

946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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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Occurrences of collision accident according to causes in
recent five years

2007

2008

2009

2010

2011

15

16

22

18

21

69

62

61

70

63

기타

4

6

1

1

1

기관취급불량

1

0

0

0

0

기상 등 불가항력

0

3

2

1

1

기타

1

0

1

2

1

계

90

87

87

92

87

충돌예방규칙, 충
돌회피 등 위반,
법령 규제사항 미
준수
운항
과실

경계, 선위 확인,
침로 선정 유지 등
항해 일반원칙의
미 준수

해양에서 왜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충돌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Table 1.2는 최근 5년
동안 충돌 사고 원인 별 발생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선박 충돌 사고 원인의 97%정도가 운항과실에 기인하고 있다. 즉,
충돌 사고의 발생건수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같은 법령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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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행, 선박의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선
박 종류의 다양화와 고속화, 선박의 숫자 증가와 같은 운항환경의
변화로 인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해야 하는 요소의 개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운항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자체의
성능 향상도 필요하지만 운항자의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
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기반으로 운항자의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운항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충돌회피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1.2 문헌조사 및 연구사례
1970년대 이후, 수많은 연구자에 의해 충돌회피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연구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충돌회피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충돌회피알고리즘은 공통적
으로 운항자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요소와 지식을 반영하려고 하였
으며, 운항 환경이나 운항지원 장비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타당성
과 실용성을 갖춘 알고리즘으로 발전해왔다. 신뢰할 수 있는 충돌회
피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충돌회피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주제 및 특성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충돌회피 시점의 추론 방법,
선박 충돌회피를 위한 침로 제어기법 적용 및 회피 궤적의 계산, 충
돌회피 경로의 최적화, 실제 운항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충돌위험 인
자의 반영, 기존의 충돌회피 알고리즘이 갖는 문제점 인식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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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이다.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구를 간략하
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
이 수행되었다. 먼저, Fujii and Tanaka (1971)는 선박안전영역(ship
domain)을 제안하였는데, 선박안전영역이란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
를 기준으로 충돌 회피 시점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또한 Miloh (1974)
에 의해 선박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는 미분게임(differential game)방
법이 제안되었는데, 이것은 선박의 충돌 위험을 자선과 타선의 상대
거리만으로 단순화했던 선박안전영역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
였다. 이후에 ARPA와 AIS 같은 운항장비의 발전에 따라 운항자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Iwasaki and Hara (1986)가
제안하였다. 특히, 이들은 퍼지이론(fuzzy theory)을 이용하여 최단접
근거리(Distance at Closest Point of Approach, DCPA)와 최단접근시
간(Time to Closest Point of Approach, TCPA)의 조합으로 충돌위험
도를 추론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했다. 이외
에도 Hara and Hammer (1990)는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와 상대각
속도를 이용하여 충돌위험도를 추론하기도 했다.
둘째, 위와 같이 제안된 충돌회피시점 추론 결과에 따라 회피 시
점을 결정하고, 선박의 동적 특성을 고려한 침로 제어를 수행함으로
써 선박의 충돌회피 과정을 모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Hasegawa and Kouzuki (1987)는 선박 운항자가 내리는 제어 명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침로를 제어하는 퍼지제어(fuzzy control)를
제안하였다.
셋째, 다양한 최적화 기법 및 이론을 적용하여 충돌회피 경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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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Lee and Rhee (2001)
는 A* 탐색법을 적용하여 충돌회피 경로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이
를 통해 경험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됐던 회피 경로 대신에 자선의
안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회피 경로를 추론할 수 있었다.
넷째, 자선과 타선의 거리, DCPA, TCPA와 같이 단순화된 인자를
이용하여 선박의 충돌위험을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선박의 충돌사
고와 관련된 다양한 인자를 반영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Ahn et al (2012)은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s)을 이용하여 DCPA,
TCPA 이외의 인자를 충돌회피 과정에 고려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
해 DCPA와 TCPA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충돌위험 인자를
고려할 수 있었다.
다섯째, 기존의 충돌회피 알고리즘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Perera et al (2011)
은 임계충돌상황에서 자선보다 빠른 타선의 위험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해상에서 운항되
는 선박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조우하는 선박의 운항 속도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려는 것이었다.
1.3 연구 목표
1.3.1 자선의 조종성능에 대한 고려
현재까지 제안된 충돌회피 시점에 관한 연구 중에서 운항자의 경
험적인 요소를 DCPA와 TCPA의 조합으로 단순화하여 추론하는 충
돌위험도(collision risk)와 통행량 분석을 통해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
8

리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는 선박안전영역 등이 많이 이용되어 왔
다. 하지만, 회피 시점을 추론하는 인자를 DCPA와 TCPA 또는 두
선박의 거리 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복잡한 운항상황을 지나치게 단
순화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던 Miloh (1974)는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선의 조종성능, 자선과 타선
의

운항속도,

해상

교통법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미분게임

(differential game)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위각과 조우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충돌회피 시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였으
며, 이를 정리하여 장벽(barrier) 개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iloh (1974)의 연구와 같이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되, 자선의 조종성
능을 반영하는데 의의를 두었던 데서 나아가 조종성능의 차이가 충
돌회피 시점 및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계, 바람의 방향 및 세기, 조류와 같은 기상요소는 선박의
회피 시점 결정 및 운항 계획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Fig.1.3
에서는 해상에서 나타나는 바람의 방향과 크기, 대표적인 조류의 명
칭과 개략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어느 해역에서 운항하
더라도 바람과 조류의 영향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hn et al (2012)은 환경인자의 영향까지
고려한 충돌회피알고리즘을 연구하였는데, 퍼지기법을 이용했기 때
문에 고려하는 인자의 숫자가 증가하면, 시스템이 잘못 설계될 위험
성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과 조류를 자선의
조종운동방정식에 외력으로 반영함으로써, 회피시점의 추론과정과
피항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고려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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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 Ocean winds and currents

1.3.2 자선과 타선의 속도 비율에 대한 고려
선박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조우하는 선박의 속도가 다양해
지고 있다. Fig.1.4는 최근 건조되고 있거나 운항중인 선박을 종류별
로 보여주고 있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고속선
(high-speed craft), 컨테이너선(container), 초호화 유람선(cruise ship),
LNG 운반선(LNG carrier), 화물선(bulk carrier), 초대형유조선(VLCC)
이며, 각각의 운항속도는 대략 40knots, 25knots, 23knots, 20knots,
15knots, 15knots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 부근이다. 따라서 충돌
회피 알고리즘에서 다양한 종류의 선박과 조우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야만 한다. Iwasaki and Hara (1986)가 제안했던 퍼지 추론
방법의 경우 TCPA를 계산하는데 상대속도가 이용되고 있다. 물론
상대속도를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조우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
지만, 자선 속도와 타선 속도의 상대적인 비율까지 고려할 수 없었
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속도의 크기뿐만 아니라 자선과 타선의 속도
비율에 따른 위험성의 변화까지 고려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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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 Many types of ships

1.3.3 임계충돌조건(critical collision condition)의 고려
Table 1.2를 통해 전체 충돌사고의 97%정도가 운항자의 운항과실
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국제해상충돌예방규
칙이 항상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선이 피항 의무를 지키
지 못하는 경우도 대비해야만 한다. Miloh (1975)는 자선과 타선의
피항 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 조우상황을 추가적으로 구분하였는데 i)
한 선박이 진로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 선박이 충돌 회피를 수행하
는 경우 ii) 두 선박이 상호협조를 통해 충돌회피를 수행하는 경우
iii) 두 선박의 충돌회피 원칙이 상이하여 다른 한 선박이 충돌을 야
기하는 방향으로 충돌회피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세 가지 경우이
다. Perera et al (2011)은 피항 의무를 갖는 선박이 회피 행동을 하
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를 임계충돌조건 (critical collision
condi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계충돌조건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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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의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함으로써 타선 운항자의 운항과실까지
대처할 수 있는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했다.
1.3.4 저속선박의 난제 (slower ship’s dilemma) 해결
유영준과 이기표 (2011)는 충돌회피시스템의 emergency case에 대
한 연구를 Lee and Rhee (2001)의 충돌회피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수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우상황과 다양한 조우속도를 고
려하였으며, Miloh (1975)의 분류를 따를 때 i), ii)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자선보다 빠른 속도를 가
진 타선이 자선의 좌현에서 접근하는 경우, 적절한 충돌회피 계획에
따라 충돌회피 행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것은 국제해상충
돌예방규칙을 비롯한 각종 해상교통법규에서 제시하는 피항 원칙의
괴리에서

시작되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Rule

15에서는

Crossing 상황에서 가능한 타선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는 경로로 회
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Rule 15에 따르면 타선이 자선의 우
현에서 접근하는 경우, 피항 의무를 갖는 자선이 우현 변침을 통해
타선의 선미 방향으로 회피함으로써 타선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Rule 17에서는 자선이 진로 유지선인 Crossing 상황에 대하
여 피항 의무를 갖는 타선이 원칙적으로 피항 행동을 수행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타선이 피항 행동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수
행된 피항 행동이 자선의 안전을 위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자선
이 적절한 피항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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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15를 따르면 자선이 좌현 변침을 수행함으로써 타선의 진행방
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Rule 17 (c) 에서는 진로 유지선인
자선의 좌현 변침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현 변침만으로 피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Rule 15와 17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
로 인해 피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타선이 자선보다 빠른 경우
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Miloh and Sharma (1975)는 임계충돌조건
에서 자선보다 빠른 타선이 좌현에서 접근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저속선박의 난제 (slower ship’s dilemma)라고 정의하였다.
Fig.1.5와 Fig.1.6은 유영준과 이기표 (2011)의 연구에서 crossing
(stand-on) 상황의 회피 궤적과 충돌 위험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유영준과 이기표 (2011)는 충돌위험도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자선과
타선의 속도 비율을 scale factor로 정의하였고, 이를 소속함수의 절
대값에 반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양형선 (2006)
은 속력을 고려한 충돌회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문제
를 정의했고, 이를 풀기 위하여 안전경계영역 (safe-guard ring)이라
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Perera et al (2011)도 동일한 문제를 정의했
으며, 자선과 타선의 속도에 따라 다른 제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문
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속선박의 난제 (slower
ship’s dilemma)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돌위험도를 추론하는데 이용
되는 DCPA와 TCPA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빠른 타선의 위험성을 표
시할 수 없음을 보였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빠른 타선의 위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충돌 회피 시점 추론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Lee
and Rhee (2001)의 A* 탐색법은 전문가시스템을 통해 행동공간의
범위를 축소하여, 충돌회피알고리즘의 계산량을 줄임으로써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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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였다. 하지만 제안된 전문가시스템에서는 저속선박의 난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탐색공간의 범위를 전체 행동공간으로 확장하였고,
이를 통해 저속선박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Fig.1.5 Trajectories for slower ship’s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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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for slower ship’s dilemma

1.4 연구 내용
선박의 충돌회피는 비행체의 충돌회피와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
다. 즉, 시계, 지형적인 제약, 해상상태와 바람, 조류와 같은 기상상
태, AIS 혹은 ARPA와 같은 장비를 모두 탑재한 선박에서부터 하나
도 탑재하지 않은 선박에 이르기까지 충돌회피를 위하여 판단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 따라서 충돌회피를 포함한 전체 운항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결과 충돌회피 과정
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각 단계에 따라 추론된 정보를 운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운항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선박충돌회피 알
고리즘이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선박충돌회피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선박의 운항자가 획득 가능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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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 및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성을 객관적인
지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충돌위험을 나타내는 지수가 일정
기준값에 도달하면 자선의 안전과 운항계획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충돌회피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충돌회피 행동을 수
행하는 것이다. 셋째, 자선의 충돌 위험이 사라졌을 때, 본래 경로에
복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선박의
충돌회피 과정을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선박에 탑재되는 운항 장비에 따라 획득 가능한 정보
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선과 타
선의 조우상황을 분류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자선의 행
동공간을 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자선의 조종성능이 충돌회피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이용된 조종운동방
정식과 환경하중을 고려하는 방법, 선박의 침로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자선의 침로 제어는

Hasegawa and

Kouzuki (1987)의 퍼지제어를 이용하였다. 4장에서는 Lee and Rhee
(2001)의 방법에 의하여 추론된 충돌위험도를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
점을 결정할 경우의 충돌회피 행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충돌위험 지수로써 충돌비율 (collision ratio)을
설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안된 충돌비율의 추론 특
성과 충돌위험도의 특성을 몇 가지 조우 상황에 대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6장에서는 충돌회피 행동 계획과 관련되어 자선의 안전과
운항 계획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설명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충돌 비율은 자선과 타선의 일대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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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기반으로 추론되었다. 자선의 침로 변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선박과의 연관 관계를 피항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고려하
기 위하여, Lee and Rhee(2001)가 제안한 A* 탐색법을 적용하였다.
7장에서는 충돌비율과 A*탐색법을 이용하여 몇 가지 조건에서 충돌
회피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고, 충돌위험도를 이용한 경우의 시뮬레
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자선의 조종성능 차이가 충돌회
피 과정에 미치는 영향, 저속 선박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 및 특성,
환경 하중이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충돌회피알고리즘의 타당
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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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항 정보 및 조우상황 판단
선박에서 자선을 비롯한 타선, 지형적인 조건, 기상 상태와 같은
운항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선박의 운항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이후에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선과 타선
의 조우상황을 분류함으로써, 자선의 안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결정
하게 된다.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의 특성과 제공된 정보의 장·단점을 정확
히 이해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운항계획을 세울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2.1절에서는 선박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를 조사하였고, AIS
와 ARPA 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2.2절
에서는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자선의 조우상황과 행동계획을 결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2.1 선박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
운항자가 자선의 충돌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선박이나 장애
물의 위치, 속도 및 이동방향, 지형적인 조건, 바람 및 조류의 크기
와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운
항자가 자선과 타선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목측(目測)
을 비롯하여 레이더, 초단파무선전화(Very High Frequency, VHF),
AIS, ARPA, 적외선 센서 등과 같이 다양하다. 하지만 충돌회피알고
리즘에서의 충돌 위험에 대한 판단은 실제 운항자가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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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위험을 평가하는데 ARPA 또는 AIS로부터 얻는 정보만을 이용
해 왔다. 연구자에 따라서 ARPA나 AIS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충돌
회피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ARPA 정보와 AIS 정보를 통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영기와 박계각 (2011)은 ARPA와 AIS 데이터 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PA와 AIS의 정보를 이용하여 충돌 위
험 지수를 추론하였으며, 두 정보가 통합된 상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2.1절에서는 AIS와 ARPA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Fig.2.1은 ARPA와 AIS의 신호를 가시적으로
구현한 화면구성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이 ARPA 장비의 화면
이며, 오른쪽이 AIS 장비의 화면이다. 기본적으로 ARPA radar는 지
형 정보와 다른 선박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AIS 장비
에서는 지형 정보와 선박은 구분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자선 주위의
환경에 대하여 쉽게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2.1 Display examples of ARPA and AIS

Lin and Huang (2006)은 ARPA와 AIS의 장·단점을 Table 2.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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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하였다. ARPA의 가장 큰 장점은 자선을 중심으로 모든 장애
물의 존재를 능동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선을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는 다르고, 동일한 상대방위각을 갖는 물체를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AIS 장비는 타선의 운동
학적 정보 이외에도 선박의 종류, 길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AIS를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정
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IS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소형 선박이
나 어선에 대해서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Table 2.1 Pros(▲) and cons(▼) of ARPA radar and AIS characteristics

ARPA

AIS

Active detection (▲)
Effective

coverage

Passive detection (▼)
under

nautical mi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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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coverage

under

40

nautical miles (▲)

Area coverage limited by radar Full area coverage (▲)
blind and shadow areas (▼)

Only AIS ships visible (▼)

All targets visible (▲)

Total target quantity larger and

Total target quantity smaller (▼) reaching 5 times compared with
Information simple (▼)

ARPA (▲)
More voyage information (▲)

Position accurate (▲)
Echo various slightly (▼)

Position accurate (▲)
Signal s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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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AIS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VTS

(Vessel

Traffic

Services)에서 자선과 타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비이다. 특히 정확한 목측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선박의 존재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속도, 선수각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항해정보, 흘수, 위험한 화물 정
보 등 항해 선박의 운항자가 입력한 정보라면 무엇이든 제공할 수
있다. IMO와 해상안전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에서는 국제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의 경우
300톤 이상, 국제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화물선의 경우 500톤 이상,
여객선의 경우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AIS를 탑재할 것을 요
구하였다. IMO requirement에 따르면 2002년 7월 1일에 건조중인 혹
은 그 이후에 건조하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모두
AIS 장비를 탑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IS 장비의 주요 이점은 선
수간 최소 거리를 예측할 수 있고, 선박과 육지 혹은 구부러진 협수
로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다른 선박의
위치, 선수각, 침로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짧은 메
시지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AIS는 Table 2.2에서는 보여
주는 것처럼 선박의 속도에 따라 신호를 주고받는 주기가 다르다.
특히, 운항 속도가 빠른 선박일수록 자선의 정보를 타선에게 보내는
주기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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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Reporting interval of AIS device according to types of ship

Type of ship

Reporting interval

Ship at anchor or moored

3min

Ship 0-14knots

12sec

Ship 0-14knots and changing course

4sec

Ship 14-23knots

6sec

Ship 14-23knots and changing course

2sec

Ship >23knots

3sec

Ship >23knots and changing course

2sec

2.1.2 ARPA
ARP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s)는 레이더를 통해 자선을 둘
러싸고 있는 타선 및 장애물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이용되
는 장비이다. AIS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위치, 속도, 선수각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최근접점 (Closest Point of Approach,
CPA)와 관련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다. ARPA의 주요 이
점은 자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체를 자동적으로 인지한다는 점
이다. 하지만 AIS에 비해 탐지 가능거리가 짧고, 거리는 다르지만
동일한 방위에 위치한 물체를 식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음의
Fig.2.2는 ARPA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
의 기하학적·운동학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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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of Own Ship

Course of Target Ship

A*V
TCP

r

Target Ship

CPA
Aspect

A
DCP

Relative Course

Bearing
Ownship
Evasive Range

Fig.2.2 Information from ARPA device

Fig.2.2의 DCPA는 최단접근거리 (Distance at Closest Point of
Approach, DCPA)를 가리키며, 자선과 타선이 현재 진로와 속도를
유지했을 때 자선과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를 의미한다. TCPA는 최
단접근시간 (Time to Closest Point of Approach, TCPA)을 가리키며,
두 선박이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인 CPA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을 의미한다. 상대방위각 (relative bearing)은 자선의 현재진로와
자선의 중심으로부터 타선의 중심을 연결한 선의 상대각도를 의미
한다. Evasive range는 자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
으로, 타선이 evasive range 내부로 침범했을 때 운항자가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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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공간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DCPA와 TCPA는 퍼지추론에서
충돌위험도를 추론하는 인자로 이용되며, 상대방위각은 조우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Evasive
range는 5장에서 제안된 충돌비율을 추론할 때, 자선의 지위에 따른
위험 판단의 기준을 고려하는데 이용되었다.
2.2 조우상황 분류 및 행동계획의 결정
실제 선박에서는 획득 가능한 다양한 운항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자선과 타선의 조우상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
험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자선과 타선의 조우상황을 잘
못 판단할 경우 잘못된 운항 계획을 세우게 된다. Koyama (1987)는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우상황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Lee and Rhee (2001)도 Koyama (1987)의 조우상황 분류기준을 기반
으로 전문가시스템 개발 도구인 CLIPS (C Language Integrated
Production System)를 이용하여 조우상황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김웅
규 (2009)는 규칙 베이스로 판단하는 전문가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
고, 온톨로지 개념을 이용해 조우상황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최근 들어 조우상황을 자선과 타선의 위치, 선수각만으로 간단
하게 분류하는 연구가 Tam and Bucknall (2010)에 의해서 수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Tam and Bucknall (2010)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조우상황을 분류했으며, 이를 충돌 비율의 추론 및 충돌회피 시뮬레
이션 과정에서 이용하였다. Fig.2.3과 Fig.2.4는 Tam and Bucknall
(2010)의 방법에서 이용하는 자선과 타선의 위치에 따른 분류,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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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타선의 선수각에 따른 분류를 표시한 것이며, 두 가지를 조합하
여 Fig.2.5와 같이 조우상황을 분류하게 된다. 먼저, Fig.2.3에서는 자
선을 중심으로 타선의 상대방위각에 따라 {R1, R 2, R3, R 4, R5, R 6} 와 같
이 모두 6개의 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 구역을 구분하는 경
p 3p
} 를 포함하여 {HO1, HO 2, OT 1, OT 2} 으로 구성되는데, 각
2 2

계선은 { ,

1
8

각의 경계선은 { p ,

15 5 11
p , p , p } 를 의미한다.
8 8 8

Fig.2.3 Region used to categorize the position of the obstacle

그리고 Fig.2.4에서는 자선을 중심으로 타선의 상대 선수각에 따라
{TSR1, TSR 2, TSR3, TSR 4, TSR5, TSR 6} 와 같이 모두 6개의 구역으로 나누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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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 Region used to categorize the heading of the obstacle

Fig.2.5 Chart used to determine the encount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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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 and Bucknall (2010)이 분류한 조우상황은 Fig.2.5와 같이 여
섯 가지이다. 각각의 encounter type에 대한 정의는 Table 2.3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조우상황으로 분류하였
으며, 정지된 사물과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는 조우상황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Table 2.3 Abbreviations for encounter and encounter situation

Abbreviation

Encounter type

Encounter situation

HO

Head-on encounter

Head-on

OT

Overtaking encounter

Overtaking

SO

Stay-on encounter

Crossing (stand-on)

SF

Safe encounter

-

GW

Give-way encounter

Crossing (give-way)

ST

Static obstacle

-

Table 2.3에서 분류된 조우상황에 따라 자선이 선택가능 한 행동
계획에 대한 정보를 Table 2.4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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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Action categories according to encounter situations

Action categories
Encounter situations

Action space

Head-on

STARBOARD

Crossing (give-way)

STARBOARD

Crossing (stand-on)

STARBOARD

Overtaking (give-way)

STARBOARD

Overtaking (stand-on)

PORT

Methodology of
avoidance

Change of
heading angle

Head-on 상황에서 자선과 타선은 모두 피항 의무를 가지며, 우현
변침을 통해 다른 선박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Crossing (give-way) 상황은 타선이 자선의 우현에서 접근하고 있는
Crossing 상황을 의미하며, 이 때 자선은 피항 의무선이며 타선은
진로 유지선의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자선은 우현 변침을 통해
타선의 침로에서 이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Crossing (stand-on)
상황은 타선이 자선의 좌현에서 접근하고 있는 Crossing 상황을 의
미하며, 이 때 자선은 진로 유지선이며 타선은 피항 의무선의 지위
를 갖는다. 따라서 타선은 우현 변침을 통해 자선의 침로에서 이탈
해야만 한다. 하지만 타선이 자선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변침 행위
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자선은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항
행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 때, 좌현 변침을 통해 타선의 경로에서
쉽게 이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규정에 의해 좌현 변침은 금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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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Overtaking 상황은 한 선박이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선이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자선이 피항 의무선이
며 우현 변침을 통해 타선을 추월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타선이 추
월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자선이 진로 유지선이며, 타선의 추월과정
에서 자선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좌현 변침을 통해 타선의
추월 경로에서 이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항자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피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선의 추진력 감소를 통해 운
항속도를 줄이면서, 침로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둘째, 자선의 운항
속도를 유지한 채 침로만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
칙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권고하고 있지만, 운항자는 주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충돌 회피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운항자가 선호하는 두 번째 방법, 즉 운항속도의 변경 없
이 침로 변경만으로 충돌회피 행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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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의 조종운동방정식 및 침로 제어
3.1 자선 및 조종운동방정식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기 위하여 2007년~2012년까지 수행된
지식경제부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의 성능해석 기술개발”과제의
초호화유람선(cruise ship)을 자선으로 택하였으며, 이 선박의 모형시
험 결과를 이용했다. 모형시험은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에서 수
행되었으며, 모형선은 Fig.3.1과 같다. 모형선은 실선의 1/28로 제작
되었으며, 주요 제원은 Table 3.1과 같다.

Fig.3.1 Model ship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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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rincipal particulars of hull

Hull

Design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m]

243.0

Breadth [m]

36.0

Draft fwd [m]

8.3

Draft aft [m]

8.3
3

Displacement [ m ]

50146.7

2
Wetted surface area [ m ]

10261.1

Block coefficient

0.6906

LCG (forward from Midship : +)

0.38

Fig.3.2는 조종운동방정식의 좌표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선체
고정 좌표계와 지구 고정 좌표계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바람과 조
류의 방향을 좌표계에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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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 Coordinate system

본 연구에서 이용된 조종운동방정식은 Abkowitz 형 조종운동방정
식이며, whole ship model이라고도 부른다. 조종운동방정식은 식
(3.1), (3.2)와 같다.
m(u& - vr - xG r 2 ) = X
m(v& + ur + xG r&) = Y
I zz r& + mxG (v& + ur )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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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X ' = X 'h (1 - h ) + X 'hh (1 - h )2 + X 'hhh (1 - h )3 + X 'vv v '2 + ( X 'rr + m ' xG ') r '2
+ X 'dd d POD 2 + ( X 'vr + m ')v ' r '+ X 'vvh v '2 (1 - h ) + X 'ddh d POD 2 (1 - h )
Y ' = Y '0 + Y 'v v '+ Y 'vvv v '3 + Y 'vrr v ' r '2 + (Y 'r - m ')r '+ Y 'rrr r '3 + Y 'rvv r ' v '2
+ Y 'd d POD + Y 'ddd d POD3 + Y 'h (1 - h ) + Y 'hh (1 - h ) 2 + Y 'dh d POD (1 - h )

(3.2)

+ Y 'dhh d POD (1 - h ) 2
N ' = N '0 + N 'v v '+ N 'vvv v '3 + N 'vrr v ' r '2 + ( N 'r - m ' xG ') r '+ N 'rrr r '3 + N 'vvr v '2 r '
+ N 'd d POD + N 'ddd d POD3 + N 'h (1 - h ) + N 'hh (1 - h )2 + N 'dh d POD (1 - h )
+ N 'dhh d POD (1 - h ) 2

본 연구에서는 운항속도 23.5knots에 해당하는 Froude number에
서 수행된 모형시험 결과로 얻어진 유체력미계수를 이용하여 자선
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였고, 이를 Model 1이라고 하였다. 자선의 조
종성능 차이가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
른 조종성능을 갖는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Gong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Hull과 관련된 유체력미계수는 동일
하게 사용하되, Rudder와 관련된 계수만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동일
한 선체를 갖지만 다른 조종성능을 보이는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안
전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Gong et al
(2012)의 방법을 이용하여 POD각과 관련된 유체력미계수만을 수정
하였으며, 동일한 선체에 다른 조종성능을 갖는 선박을 가정하였다.
POD각 관련 유체력미계수에 1/4을 곱하였으며, 수정 전·후의 계수는
Table 3.2에서 비교하였다. POD각 관련 계수에 1/4을 곱한 것은 계
수가 수정된 선박의 조종성능을 IMO standards의 경계에 위치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1/4이라는 값을 결정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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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라고 하였다.
Table 3.2 Change of hydrodynamic coefficients related to POD angle

Model 1

Model 2

X dd ´105

-151.290

-37.8225

X ddh ´105

393.200

98.300

Yd ´ 105

335.520

83.880

Yddd ´ 105

3.720

0.930

Ydh ´105

-371.590

-92.8975

Ydhh ´105

154.700

38.675

Nd ´ 105

-158.380

-39.595

Nddd ´105

0.110

330.0275

Ndh ´105

153.960

38.49

Ndhh ´105

-75.620

-18.905

둘째, 직진안정성 판별계수(C)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계수만을 수
정함으로써 선박의 직진안정성이 다른 선박을 가정하였다. 직진안정
성 판별계수(C)는 식 (3.3)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자선의 직진안정성이 안정하다고 한다. 이를 Model 3라고 하였다.
C=

Nr
N
- v >0
(Yr - m) Yv

34

(3.3)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직진안정성이 다른 선박을 구현하기 위하여,
Yv 와 Nv 를 Table 3.3과 같이 수정하였다. Model 3의 판별계수의 절

대값이 Model 1, 2에 비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으며, 직진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선박을 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3.3 Change of hull coefficient based on the stability criterion

Model 1 and 2

Model 3

Yv ´105

-809.73

-404.865

N r ´ 105

-200.38

-200.38

(Yr - m) ´105

-631.06

-631.06

Nv ´ 105

-325.16

-487.74

C

-0.08404

-0.88717

Table 3.2와 Table 3.3의 계수를 이용하여, IMO에서 규정하고 있
는 조종시험을 시뮬레이션 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3.3은
Initial turning test (10°/10°)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Fig.3.4는 35°
turning test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3.5와 Fig.3.6은
10°/10° zigzag test의 시뮬레이션과 20°/20° zigzag test의 시뮬레이
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조종시험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IMO 기준을 Table 3.4에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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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 Initial turning test (10°/10°)

Fig.3.4 35° turn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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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 10°/10° zigzag test

Fig.3.6 20°/20° zigzag test

Table 3.4에서는 23.5knots에서 얻어진 유체력미계수를 이용한 시
뮬레이션 결과(Model 1), POD각 관련 유체력미계수를 수정한 시뮬레
이션 결과(Model 2), 직진안정성 판별계수를 기준으로 Yv 와 Nv 를 수
정한 시뮬레이션 결과(Model 3), IMO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순서
로 정리하였다. 단, IMO 기준값보다 큰 값을 갖는 항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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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값이 표기된 부분에 음영을 주어 표시했다.
Table 3.4 Maneuvering simulation results of the model ship and IMO
maneuvering standards

Model 1

Model 2

Model 3

IMO

Speed (knots)

23.5

23.5

23.5

23.5

Initial track reach (Lpp)

1.29

2.62

1.16

2.5

Advance (Lpp)

2.53

4.43

2.32

4.5

Transfer (Lpp)

0.98

2.10

0.82

-

Tactical diameter (Lpp)

2.31

4.75

2.06

5.0

9.52

13.71

40.98

15.05

14.68

35.14

35.07

30.05

18.24

21.85

28.78

25.00

st

1 overshoot angle
(10°/10° zigzag) (Degree)
nd

2

overshoot angle

(10°/10° zigzag) (Degree)
st

1 overshoot angle
(20°/20° zigzag) (Degree)

Model 1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자선으로 선택된 Cruise선의
조종성능은 IMO standards를 모두 만족할 뿐 아니라, 매우 우수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2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POD각 관
련 계수를 수정한 경우는 선회 시험 및 지그재그 시험의 계산값이
모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IMO 기준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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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nitial track reach와 10°/10° zigzag의 2nd overshoot angle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Model 3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선회 시험의 계산값은 Model 1에 비해 작아졌지만, 지그재그 시험의
계산값은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조종성능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선의 조종성능의 차이가 충돌회피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Table 3.5는 23.5knots에서 얻어진 유체력미계수를 이용할 경우
(Model 1)와 11.5knots에서 얻어진 유체력미계수를 이용한 경우
(Model 4)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경우에 조
종시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You et al (2010)은 본 연구의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0°
zigzag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무차원화된 K, T 계수를 얻었다.
이를 이용하여 속도에 따른 K, T 계수 변화를 고려하여 조종성능의
차이를 반영하였지만, 속도 변화에 따른 유체력미계수 변화가 충돌
회피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선이 변침 할 때, 속도 저하로 인한 유체력미계수의 변화와 조종
성능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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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Maneuvering simulation results of the model ship
(coefficients obtained from PMM test)

Model 1

Model 4

IMO

Speed (knots)

23.5

11.0

23.5

Initial track reach (Lpp)

1.29

1.29

2.5

Advance (Lpp)

2.53

2.49

4.5

Transfer (Lpp)

0.98

1.03

-

Tactical diameter (Lpp)

2.31

2.39

5.0

9.52

6.8

15.05

14.68

13.2

30.05

18.24

12.9

25.00

st

1 overshoot angle
(10°/10° zigzag) (Degree)
nd

2

overshoot angle

(10°/10° zigzag) (Degree)
st

1 overshoot angle
(20°/20° zigzag)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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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하중의 고려
3.2.1 풍 하중
Fig.3.2의 좌표계와 같이 지구고정 좌표계에서 바람의 입사각이 정
의되었으며, 선박에 작용하는 바람의 상대속도와 입사각은 식 (3.4)
와 같다. 선박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선
박의 주요 제원은 Table 3.6과 같다. 또한 식 (3.5)를 이용하여 풍동
시험에서 계측된 힘과 모멘트로부터 무차원화된 계수를 얻었다.

u rel = Vw cos(y w -y ) + u
vrel = Vw sin(y w - y ) + v

(3.4)

Vrel = (urel )2 + (vrel )2

y rel = tan -1 (vrel / urel )
Table 3.6 Principal properties for wind force and moment

Design condition
Loa [m]

282.0

Lpp [m]

243.0

Hs [m]

38.0

2

10,500

2

1,700

As [ m ]
Af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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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X '=
1
1
rU ref 2 Af
rU ref 2 LPP 2
2
2
Y
Y
CY =
; Y'=
1
1
rU ref 2 AS
rU ref 2 LPP 2
2
2
X
X
CN =
; X '=
1
1
rU ref 2 Af Loa
rU ref 2 LPP3
2
2

CX =

(3.5)

Cruise 선의 풍하중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풍동시험은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에서 수행되었으며, 풍향각 0°에서부터 180°까지 10°간격으
로 풍하중을 측정하였다. Fig.3.7은 풍동시험에 이용된 모형선박을
보여주고 있다.

Fig.3.7 Wind loa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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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풍동 시험에서는 6자유도 힘과 모멘트에 대하여 모두 계
측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X, Y, N에 대한 3자유도 조종운동방정식
을 풀기 때문에 X, Y, N에 대한 풍하중 계수만을 이용하였다. 단,
풍동 시험이 0°에서부터 180°까지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선박의 상
부 구조물이 좌우 대칭하다고 가정하였다. 0°에서부터 360°까지 입
사하는 풍향각에 따른 풍하중 계수는 Fig.3.8과 같다.

Fig.3.8 Wind coefficients of X, Y and N

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람의 세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Table 3.7
에서와

같이

Beaufort

number를

이용한다.

Table

3.7에서는

Beaufort number 따라 풍속의 범위를 정의하였고, 그 중간값을 해
당 Beaufort number의 대표값으로 사용했다. 이 대표값을 이용하여
풍하중을 계산하였으며, Pierson-Moskowitz spectrum의 sea state
table에서 정의된 풍속과 해상상태를 이용하여 각 Beaufort number
에 따른 해상상태 값을 Table 3.7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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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Beaufort number and wind speed

Beaufort
number

Wind
Description

speed
(m/s)

Representative

Sea

value (m/s)

state

0

Calm

<0.3

0.0

0

1

Light air

0.3~1.5

0.9

0

1.6-3.4

2.5

1

3.4~5.4

4.4

2

5.5~7.9

6.7

3

8.0~10.

9.0

4

10.8~13.8

12.3

5

13.9~17.1

15.5

6

2

3

4

5

6

7

Light
breeze
Gentle
breeze
Moderate
breeze
Fresh
breeze
Strong
breeze
Moderate
gale

8

Fresh gale

17.2~20.7

18.95

7

9

Strong gale

20.8~24.4

22.6

7

10

Storm

24.5~28.4

26.45

8

28.5~32.6

30.55

9

11

Violent
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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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하중이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Inoue and
Ishibashi (1972)와 Hirano et al (1984)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위의 연
구에서 이용된 대상선박의 주요제원과 풍 하중 계수가 본 대상선박
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바람의 입사각에 따라 35° turning 시험의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선회 표류각 (turning drift angle)과 표류거
리 (drifting distance)를 비교함으로써 계산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
다. 선회 표류각이란 바람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선박이 선회시험
을 할 경우 바람의 크기에 따라 선회궤적이 일정한 방향으로 표류
하는데, 입사각과 표류되는 각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또한 표류거리
란 360°를 선회하는 동안 선박이 표류한 거리를 의미한다. Fig.3.9,
Fig.3.10, Fig.3.11에서는 입사각 0°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 풍 하
중이 35° 선회시험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0°에서 입
사하는 바람에 대하여 좌현 선회와 우현선회를 할 때, 각각 선회 방
향으로 표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3.9, Fig.3.10, Fig.3.11에서는
Beaufort number가 커짐에 따라 표류거리가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3.9~Fig.3.14의 35°turning 시뮬레이션은 Model 1을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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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9 35° turning trajectories in 0deg wind (Beaufort No.3)

Fig.3.10 35° turning trajectories in 0deg wind (Beaufort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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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 35° turning trajectories in 0deg wind (Beaufort No.9)

바람의 방향에 따른 궤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Beaufort
number 6를 기준으로 0°, 90°, 180°, 270°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Fig.3.10은 0°, Fig.3.12는 90°, Fig.3.13은 180°, Fig.3.14는 270°에서
입사하는 바람에 따른 선회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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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 35° turning trajectories in 90deg wind (Beaufort No.6)

Fig.3.13 35° turning trajectories in 180deg wind (Beaufort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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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 35° turning trajectories in 270deg wind (Beaufort No.6)

풍

하중이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던

Inoue

and

Ishibashi (1972)와 Hirano et al (1984)의 연구에 따르면, 선박에 작용
하는 풍하중의 크기는 바람의 속도( Vwind )와 선박의 운항속도( Vship )의
비율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이를 K =

Vwind
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
Vship

에서는 K가 1.02를 갖는 Beaufort number 6를 기준으로 풍 하중이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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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조류 하중
본 연구에서는 Hwang (1980)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류하중을 조종
운동방정식에서 고려했다. 다음의 식 (3.6)과 같이 조류의 크기와 방
향, 자선의 속도와 선수각에 따라 상대속도를 정의하였다.

ur = uc cos(y c -y ) + u

(3.6)

vr = uc sin(y c -y ) + v

식 (3.7)에서는 종 방향 속도와 횡 방향 속도의 미분값인 가속도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식 (3.8)을 이용하여 조종운동방정식에서 조
류하중을 고려하였다.

u&r =

dur d
= (uc cos(y c -y ) + u )
dt dt
= u&c cos(y c -y ) - uc sin(y c -y ) ×

d
(y c -y ) + u&
dt

d
(y c -y ) + u&
dt
= uc × r × sin(y c -y ) + u&

= -uc sin(y c -y ) ×

v&r =

(uc = constant)
(y c = constant) (3.7)

dvr d
= (uc sin(y c -y ) + v )
dt dt
= u&c sin(y c -y ) + uc cos(y c -y ) ×

d
(y c -y ) + v&
dt

d
(y c -y ) + v&
dt
= -uc × r × cos(y c -y ) + v&

= uc cos(y c -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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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 constant)
(y c = constant)

m(u&r - vr r - xG r 2 )
= m[(u& + uc × r × sin(y c -y )) - (v + uc sin(y c -y ))r - xG r 2 )]
= m[u& - vr - xG r 2 + uc × r × sin(y c -y ) - uc × r × sin(y c -y )]
= m(u& - vr - xG r 2 )
m(v&r + ur r + xG r&)
= m[(v& - uc × r × cos(y c -y )) + (u + uc cos(y c -y ))r + xG r&]
= m[v& + ur + xG r& - uc × r × cos(y c - y ) + uc × r × cos(y c -y )]
= m(v& + ur + xG r&)

(3.8)

m(u& - vr - xG r 2 ) = m(u&r - vr r - xG r 2 ) = ( X )c
m(v& + ur + xG r&) = m(v&r + ur r + xG r&) = (Y )c
I zz r& + mxG (v& + ur ) = I zz r& + mxG (v&r + ur r ) = ( N )c
Fig.3.15, Fig.3.16, Fig.3.17에서는 입사각 0°에서 조류가 오는 경우,
조류의 속도가 35° 선회시험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쿠로시오 해류의 경우 해류의 속도가 0.5m/s~3.0m/s까지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하여 1.0, 2.0, 3.0m/s의 조류에 대하여 35°
turning 시험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바람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조류
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선박이 선회시험을 할 경우 선회궤적이
일정한 방향으로 표류한다. 0°에서 입사하는 조류에 대하여 좌현 선
회와 우현선회를 할 때, 바람의 영향과 달리 각각 선회 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표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3.16과 Fig.3.17을 보면, 조류의 속도가 2.0m/s 이상일 때 표류
거리가 자선의 전술직경(tactical diameter)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하중이 작용할 경우와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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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회피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만약 2.0m/s 이상의 조
류에서 충돌회피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조류하중으로 인해
Fig.4.3에서 계획한 조우조건과 전혀 다른 조우 조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조류가 1.0m/s인 경우를 기준으로, 충돌회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3.15 35° turning trajectories in 0deg current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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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6 35° turning trajectories in 0deg current (2.0m/s)

Fig.3.17 35° turning trajectories in 0deg current (3.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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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방향에 따른 궤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1m/s를 기준
으로 0°, 90°, 180°, 270°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Fig.3.15는 0°,
Fig.3.18은 90°, Fig.3.19는 180°, Fig.3.20은 270°에서 입사하는 조류
에 따른 선회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경우에 선회 표류각이 바
람의 경우와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3.18 35° turning trajectories in 90deg current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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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9 35° turning trajectories in 180deg current (1.0m/s)

Fig.3.20 35° turning trajectories in 270deg current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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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퍼지 제어를 이용한 선박의 침로제어
자선이 명령 침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운항상태를 고려하
여 명령 타각을 결정 해야 한다. Hasegawa and Kouzuki (1987)는 운
항자의 제어 습관을 고려하여 명령 타각을 결정하는 퍼지제어(fuzzy
control)를 제안하였다. Fig.3.21은 Hasegawa and Kouzuki (1987)의
퍼지제어를 이용한 충돌회피 결과와 운항자에 의한 충돌회피 결과
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두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으
며, 퍼지제어를 이용할 경우 운항자의 제어 습관을 고려한 침로제어
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항자의 제어습관을 고려한 충돌
회피 과정을 모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퍼지제어를 이용하여
자선의 침로를 제어하였다.

Fig.3.21 Simulation of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by fuzzy control
in comparison with huma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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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제어는 PID 제어의 P, D 값을 운항자의 습관을 고려하여 구
성한 소속함수와 규칙에 의거하여 추론하는 제어 방법이다. 다음
Table 3.8에서는 침로 유지를 위한 제어 규칙을 보여주고 있다. 각
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소속함수의 이름이며 ZE는 Zero를 의미
한다. 소속함수의 이름에서 N은 Negative, P는 Positive, B는 Big, M
은 Medium, S는 Small을 의미한다. 입력 변수로는 현재 침로와 명령
침로 사이의 오차, 그리고 시간에 대한 오차의 미분값을 이용한다.
출력변수는 명령 타각이며, 모든 변수에 삼각형 형태의 소속함수를
이용하였다. 소속함수의 최대 타각을 ±35°로 제한하였지만, 퍼지제
어의 특성상 추론된 최대 명령 타각은 ±20° 정도로 결정된다.
Table 3.8 Control rules for fuzzy control autopilot
Time derivative of heading error

Heading
error

NB

NMB

NM

NS

ZE

PS

PM

PMB

PB

NB

ZE

NS

NM

NMB

NB

NB

NB

NB

NB

NMB

PS

ZE

NS

NM

NMB

NB

NB

NB

NB

NM

PM

PS

ZE

NS

NM

NMB

NB

NB

NB

NS

PMB

PM

PS

ZE

NS

NM

NMB

NB

NB

ZE

PB

PMB

PM

PS

ZE

NS

NM

NMB

NB

PS

PB

PB

PMB

PM

PS

ZE

NS

NM

NMB

PM

PB

PB

PB

PMB

PM

PS

ZE

NS

NM

PMB

PB

PB

PB

PB

PMB

PM

PS

ZE

NS

PB

PB

PB

PB

PB

PB

PMB

PM

PS

ZE

57

다음의 Fig.3.22는 현재 선수각과 명령침로의 오차, Fig.3.23은 오
차의 시간미분값의 소속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3.24는 퍼지
추론의 결론부에서 이용되는 소속함수이며, 삼각형 형태의 소속함수
가 이용되고 있다. 각 소속함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Table 3.8
의 설명과 동일하다.

1

NB

NMB

NM

NS ZE PS

PM

PMB

-20

-10

0

10

20

0
-30

PB

30

Heading Er ror (deg)

Fig.3.22 Membership functions for heading error

1

NB

NMB

NM NS ZE PS PM

PMB

PB

0
-1

-0.8

-0.6

-0.4

-0.2

0

0.2

0.4

0.6

0.8

1

Time Derivative of Heading Error (deg/sec)

Fig.3.23 Membership functions of time derivative for heading error

58

1

NB NMB

0
-35

-26.25

NM

NS

ZE

PS

PM

PMB

-17.5

-8.75

0

8.75

17.5

26.25

PB

35

Rudder An gle (deg)

Fig.3.24 Membership functions for command rudder angle

본 연구에서는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선박의 조종운동방정식에
외력으로 반영하여 충돌회피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퍼지제어
는 환경하중이 있는 상태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았다. 때문에 환경하
중이 있을 경우, 퍼지제어를 이용하여 명령 침로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다. 조류가 없는 경우, 2m/s의 조류가 0°, 90°, 180°, 270°
에서 오는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이 때 명령침로는
40°였다. Fig.3.25는 자선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3.26은 자선
의 선수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퍼지제어 입력값이 명령침로와 선
수각의 오차, 그리고 그 오차의 시간 미분값이기 때문에 선수각은
40°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실제침로의 방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하중이 있을 경우 선수각을 유지하는 것은 회피 침로를 유지하
는 것과 다른 문제이며, 충돌회피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수각을
입력변수로 제어할 경우 회피 결과가 계획과 달라질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퍼지제어의 입력을 Table 3.9와 같이 수
59

정하였다.

Fig.3.25 Trajectories of own ship (command heading = 40°)

60

Fig.3.26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command heading = 40°)

Table 3.9는 퍼지제어의 입력을 명령침로와 선수각의 오차에서 명
령침로와 실제침로의 오차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 공간상에서 움직
이는 자선의 실제 침로를 제어하고자 했다. Fig.3.27과 Fig.3.28은 입
력값이 바뀌었을 때 조류의 방향에 따른 자선의 궤적과 자선의 선
수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선수각의 크기는 40°를 유지하
지 못했지만, 자선의 실제 침로는 명렴 침로와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3.9 Change of fuzzy control inputs

Course keeping

Track keeping
Course over ground error

Heading error

of own ship

Time derivative

Time derivative

of heading error

of Course over groun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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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7 Trajectories of own ship (command course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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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command course = 40°)

본 연구에서 자선의 침로 제어를 위하여 이용하는 상태변수를 선
수각에서 대지속도 (course over ground)로 변경함에 따라 침로제어
가 자선의 course keeping ability에 대한 제어에서 자선의 tracking
keeping ability에 대한 제어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환경하중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퍼지제어를 이용하여 충돌회피를 수
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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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돌 위험도의 추론
충돌회피알고리즘에서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DCPA와 TCPA를 조합하여 추론하는 충돌위험도가 많이 이용되어
왔다. 충돌위험도는 운항자가 느끼는 충돌 위험에 대한 정도를 숫자
로 표현한 것이다. Iwasaki and Hara (1986)가 제안한 퍼지추론
(fuzzy inference)방법이 대표적이며, Hasegawa and Kouzuki (1987)
는 숙련된 운항자의 인터뷰를 통해 DCPA와 TCPA 소속함수를 결정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DCPA와 TCPA를 이용하여 추론되는 충돌위
험도는 공간적인 요소와 시간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기반이 되었던 Lee and Rhee (2001)
의 충돌회피알고리즘에서도 Hasegawa and Kouzuki (1987)의 DCPA
와 TCPA 소속함수를 이용하여 충돌위험도를 추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and Rhee (2001)의 연구에서 이용했던 충돌위
험도 추론결과를 분석하여 1.3절의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
인하고자 했다. 먼저 4.1절에서는 충돌위험도를 추론하는 다양한 방
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각 방법에 따라 추론되는 충돌위험도의 특
징을 설명하고자 했다. 4.2절에서는 Lee and Rhee (2001)의 충돌위
험도 추론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계산
조건에서 충돌위험도를 이용한 충돌회피시점 추론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4.3절에서는 편류각 (drift angle)의 정의
에서 알 수 있듯이, 선수각과 실제 침로의 차이로 인하여 변침 과정
에서 계산된 DCPA와 TCPA가 달라짐을 보였다. 또한 이 차이가 추
론된 충돌위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4.4절에서는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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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 우에서 대칭한 위치, 대칭한 상대 선수
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속도로 접근하는 타선의 위험성이 동일하게
추론되는 충돌위험도의 특성을 밝혔다.
Lee and Rhee (2001)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론된 충돌위험도의 특
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제안된 충돌위험도 추론 특성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충돌회피알고리즘의 특성과 상이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충돌회피알고리즘 개발 방향에 필
요한 요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5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을 제안하였다.
4.1 다양한 추론 방법 및 특징
DCPA와 TCPA를 조합해서 충돌위험도를 추론할 때는 숙련된 운
항자의 경험이나 운항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돌위험
도의 크기에 따라 실제 충돌 위험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특히, 퍼
지추론을 이용하는 경우, 소속함수와 추론규칙이 추론결과를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속함수의 구성과 추론 규칙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Lee and Rhee (2001)의 충돌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DCPA와 TCPA의 변화에 따라 충돌위험도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변
화하고 있었다. Fig.4.1에서는 DCPA와 TCPA의 변화에 따른 Lee and
Rhee (2001)의 충돌위험도 추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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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 Collision risk of Lee and Rhee (2001)

하지만 실제 충돌 위험은 DCPA와 TCPA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
하지 않음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Kearon (1977)은
DCPA와 TCPA의 제곱에 가중치를 곱하는 형태로 충돌위험도를 추
론했다. Smeaton and Coenen (1990)은 Kearon (1977)과 비슷한 형태
로 충돌위험도를 추론하되,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를 충돌위험도
추론식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선과 타선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
소한의 거리 개념을 추가하였다. Lisowski (2000)도 DCPA, TCPA, 자
선과 타선의 거리에 제곱한 값을 더한 형태로 충돌위험도를 추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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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et al (2012)은 인터뷰를 통해 소속함수를 구하는 충돌위험도
추론 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몇 가지 조우상황에서 KT 계수를 이
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소속함수를 구성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앞서 언급했던 다른 연구자들의
충돌위험도와 마찬가지로 DCPA와 TCPA의 변화에 충돌위험도의 크
기가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추론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
를 통해 자선의 조종성능을 기준으로 충돌위험도 추론에 이용되는
DCPA와 TCPA 소속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퍼
지추론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Lee and Rhee (2001)의 추론과
마찬가지로 퍼지 추론이 갖는 기법적인 특성에서 벗어날 수 는 없
었다.
Fig.4.2에서 DCPA와 TCPA 변화에 따른 Ahn et al (2012)의 충돌
위험도 추론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DCPA와 TCPA 소속함수가 비
대칭적인 삼각형 함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DCPA와 TCPA에 따라
비선형적인 형태로 충돌위험도가 추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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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 Collision risk of Ahn et al (2012)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이용하거나 다른 DCPA와 TCPA 소속함수
를 이용하여 충돌위험도를 추론하고자 했던 것은 운항자의 경험적
인 요소를 반영하여 실제 사고 위험성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충돌위험도를 추론하는데 있어서 경험적인 요소를 반
영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충돌 위험성과 동떨어진
추론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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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충돌위험도를 이용할 경우 저속선박의 난제 반영 가능성
본 연구는 Lee and Rhee (2001)의 충돌위험도 추론 방법을 이용
했던 유영준과 이기표 (2011)의 연구에서 저속 선박의 난제에 해당
하는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유영준과 이기표 (2011)
의 연구에서는 Lee and Rhee (2001)의 연구에서 이용됐던 대상 선
박과 선종, 주요 제원, 운항속도 및 조종성능이 상이한 선박을 자선
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DCPA와 TCPA 소속함수를 이
용하여 충돌 위험도를 추론하였다. 즉, 실제 충돌위험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자선의 조종성능 차이와 자선과 타선의 속도비율의 차이
가 고려되지 못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소속함수를 이용하여 충
돌위험도를 추론했을 경우, 자선의 운항안전성을 보장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Miloh and Sharma (1975)는 저속 선박의 난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자선과 타선의 속도 비율을 기준으로 이용하였으며, 그 차이에 따라
저속선박의 난제가 나타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선과 타선의
속도비율의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충돌위험도 추론 결과를 분석하
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Fig.4.3과 같은 조우상황을 설계하였다.
Table 4.1은 Fig.4.3에서 설계된 9개의 조건에 대하여 타선의 속도와
계산 시작위치를 가리킨다. 여기서 자선의 속도는 항상 23.5knots로
운항하는 상황을 가정했으며, (-5000, 0)에서 시작해서 (5000, 0)을
향해서 직선으로 이동한다. 타선의 시작위치는 자선과 타선이 침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두 선박의 무게중심이 (0, 0)에서 교차하도록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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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 Designed situation of two ships

Table 4.1 Initial calculation position of the target ship

Encounter
situation
Head-on
Crossing
(give-way)
Crossing
(stand-on)

11.75 knots

23.5 knots

35.25 knots

(2500, 0)

(5000, 0)

(7500, 0)

(0, 2500)

(0, 5000)

(0, 7500)

(0, -2500)

(0, -5000)

(0,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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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선택한 9가지 계산 조건에서는 두 선박이 변침하지
않을 경우 DCPA가 항상 0이 된다. 또한 동일한 시점에서 계산된
TCPA는 9가지 경우에 모두 동일한 값을 갖는다. Fig.4.4와 Fig.4.5는
Lee and Rhee (2001)의 연구에서 이용했던 무차원화된 DCPA와
TCPA 소속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소속함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3.3절의 퍼지제어에서 이용된 소속함수 이름이 가리키는 것과
동일하다.

PS

PMS

1.2

2.4

PM

PMB

PB

3.6

4.8

6

1

0
0

7.2

D CPA / L

Fig.4.4 Nondimensionalized DCPA membership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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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B

0
-10

NM

-5

NS

PS

0

PMS

5

PM

10

PMB

15

PB

20

TCPA / (L/V)

Fig.4.5 Nondimensionalized TCPA membership function

Table 4.2는 Lee and Rhee (2001)의 추론 규칙을 수정한 것이다.
본래 Lee and Rhee (2001)의 추론규칙에서는 무차원화된 TCPA 값
이 (-)값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는 값이 0.0이 아니라 (-)부호를 갖는
값이었다. 하지만 TCPA가 (-)값이 되면, 두 선박이 CPA점을 지나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조우하지 않
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추론된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선은
안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값들을 0.0으로 바
꾸었고, 이에 따라 충돌위험도는 0.0에서부터 1.0 사이의 값으로 표
시되며, TCPA가 (-)값을 갖는 경우 충돌위험도는 항상 0.0으로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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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Modified reasoning rules for the collision risk

TCPA/(L/V)
NB

NM

NS

PS

PMS

PM

PMB

PB

D

PS

0.0

0.0

0.0

1.0

0.8

0.6

0.4

0.2

C

PMS

0.0

0.0

0.0

0.8

0.6

0.4

0.2

0.2

P

PM

0.0

0.0

0.0

0.6

0.4

0.2

0.2

0.2

A

PMB

0.0

0.0

0.0

0.4

0.2

0.2

0.2

0.2

PB

0.0

0.0

0.0

0.2

0.2

0.2

0.2

0.2

/
L

Fig.4.3에서 설정된 9가지 조건에 대하여 자선과 타선이 각각의 위
치에서 정해진 속도로 진로를 유지한 채 교차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충돌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돌위험도를 계산했다. 실제 두
선박이 이와 같이 교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추론된
충돌위험도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산을 수행하였
다. 두 선박이 각각의 위치로부터 두 선박의 중심이 교차하는데 까
지 걸린 시간은 모두 413초로 동일하다.
Fig.4.6은 Head-on 상황에서 타선의 속도가 11.75, 23.5, 35.25knots
인 경우의 충돌위험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Head-on 상황은 자선
의 정면 방향에서 타선이 접근하는 경우이며, 자선과 타선이 모두
피항 의무를 갖는 상황이다. Lee and Rhee (2001)의 충돌회피알고리
즘의 경우 Head-on 상황에서는 충돌위험도가 0.6 이상이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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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행동을 시작한다. Fig.4.7은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타선
의 속도가 11.75, 23.5, 35.25knots인 경우의 충돌위험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Crossing (give-way) 상황은 타선이 자선의 우현방향에서
접근하는 경우이며, 자선이 피항 의무를 갖는다.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는 Head-on 상황과 마찬가지로 충돌위험도가 0.6 이상이
되었을 때 회피 행동을 시작한다. Fig.4.6과 Fig.4.7에서 충돌위험도
가 0.6이 되는 순간은 타선의 속도에 관계없이 195초로 동일하게 나
타났다. Fig.4.8은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타선의 속도가 11.75,
23.5,

35.25knots인

경우의

충돌위험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Crossing (stand-on) 상황은 타선이 자선의 좌현 방향에서 접근하는
경우이며, 타선이 피항 의무를 갖고 자선은 진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이다. 단, 타선이 충돌회피를 수행할 수 없거나 타선만의 피항
행위로 불충분할 경우 자선은 안전을 위해 피항 행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진로 유지선인 경우에는 충돌위험도가 0.8 이상이 되었을 때,
자선의 안전을 위해 피항행동을 시작한다. Fig.4.8에서 충돌위험도가
0.8이 되는 순간은 타선의 속도에 관계없이 267초로 동일하게 나타
났다.
Fig.4.6, 4.7, 4.8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충돌위험도 시 계열 자
료가 모두 동일한 것은 타선의 운항 속도가 바뀜에 따라 타선의 시
작위치를 바꾸어줌으로써 매 순간 계산된 DCPA와 TCPA가 동일하
기 때문이다. 즉, 충돌위험도 추론이 DCPA와 TCPA만을 이용하여
추론되기 때문에, 자선의 지위가 다른 것을 제외하면 9가지 경우는
매 순간 모두 동일한 위험을 갖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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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6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at head-on situation

Fig.4.7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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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기존의 Lee and Rhee (2001)의 충돌위험도 추론에서 이용된 추론
규칙 및 소속함수는 저속선박의 난제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론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속 선박의 난제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유영준과 이기표 (2011)는 기
존의 DCPA와 TCPA의 소속함수와 추론규칙을 이용하여 저속선박의
난제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소속함수에 자선과 타선의 속도
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숙련된 운항자의 인터
뷰를 통해 저속선박의 난제를 반영한 소속함수를 새로 구성하는 방
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영준과 이기표 (2011)의 연구에서 제안됐던 속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구성된 소속함수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저속 선박의 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소속함
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수행하는 방법은 비용이나, 경험적
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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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선박의 난제와 같은 조건에서 적응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선수각과 실제 침로의 차이
충돌위험도를

추론하는데

이용되는

DCPA와

TCPA의

정의는

Fig.2.2에서 설명하였다. DCPA와 TCPA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선과
타선의 위치, 속도, 선수각을 이용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기하학
적으로 계산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선과 타선이 일정한 경로를 유지
하고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선이나 타선이 변침
을 하거나, 환경하중이 선체에 작용하는 경우 선수각과 실제 침로가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타난 선수각과 실제침로의 차이
를 편류각 (drift angle)이라고 한다. Fig.4.9에서는 DCPA와 TCPA를
계산할 때, 선수각을 이용했는지 실제 침로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나
타난 자선과 타선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4.10에서는 이때의
충돌위험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선이 피항 의무선이므로 충돌
위험도 0.6에서 회피를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돌위험도가
감소하였다. Fig.4.9에서 보는 것처럼 자선의 회피 궤적이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DCPA와 TCPA의 계산방법에 따라 회피 과정
에서 계산되는 충돌위험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Fig.4.10을 보면,
선수각으로 계산된 DCPA와 TCPA를 이용하여 추론된 충돌위험도는
실제 침로를 이용하여 추론된 충돌위험도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 차이는 편류각 (drift angle)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선박의 실제침로가 항상 선수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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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DCPA와 TCPA를 이용하는 충돌위험도를 기준으로 신뢰도 높은
회피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충돌위험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모든 충돌회피 궤적 및 충
돌위험도 시 계열 자료는 실제침로를 이용하여 DCPA와 TCPA를 계
산한 것이다.

Fig.4.9 Trajectories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of DCPA and
T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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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0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of DCPA and TCPA

4.4 조종성능의 영향
충돌위험도는 현재 시점에서 계산된 DCPA와 TCPA만을 이용하여
추론된다. 때문에 실제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른 회피 능력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는다. Fig.4.11은 조종성능이 다른 세 가지 선박 (model
1, 2, 3)에 대하여 충돌회피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을 때, 충돌위험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 결과는 Head-on 상황에 대한 것이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의거하여 자선은 피항 의무선이다. 때문에
충돌위험도 0.6에서 회피를 시작했지만, 일정시간 동안 위험도가 증
가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증가하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얼마나 큰 값까지 증가할지에 대한 정보는 회피 행동을 시작
하는 시점에 알 수가 없다. Fig.4.1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회피행동
을 시작한 이후 충돌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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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좌우되며, 타선의 경로에서 이탈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선박
일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4.11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according to maneuverability
of own ship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운항하는 선박에 따라 충돌위험도 계산에
이용되는 DCPA와 TCPA 소속함수가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
만 현실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바뀜에 따라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소속함수를 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Ahn et al (2012)의 연구
목표와 동일하다. 단,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결
정하고자 퍼지추론의 기법적인 틀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hn et al (2012)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조종성능의
차이를 충돌회피 시점 결정과정에 고려하되, 자선의 동적 특성이 충
돌회피 시점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추론법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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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행동공간의 영향
4.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DCPA와 TCPA는 자선과 타선의 위치,
실제침로를 이용하여 기하학적으로 계산된다. 만약 타선이 자선의
실제침로를 기준으로 대칭한 위치에서 동일한 속도를 갖고 접근할
경우, 계산된 DCPA와 TCPA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이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4.12와 같은 계산조건을 설정했다. Head-on 상황에서 자선의 중
심이 완전하게 교차하는 경우와 X축으로부터 ±1.0L만큼 떨어진 채
조우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때, 충돌위험도 시 계열 자료는
Fig.4.13에서 보는 것과 같은데, 세 가지 경우 충돌위험도가 회피 시
작시점인 195 sec까지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Head-on 상황에서 자선은 우현 변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X
축으로부터 +1.0L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가장 위험
하다. 반대로 -1.0L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가장 쉽
게 피할 수 있다. 세 가지 경우의 무차원화된 DCPA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충돌위험도가 동일하게 추론된 이유는 Lee and Rhee
(2001)의 DCPA 소속함수 중에 가장 위험한 조건인 PS함수가 1.2L까
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DCPA/L이 ±1.0인 경우나 0.0인 경우나
모두 가장 위험한 PS함수에 소속되고 있다. 심지어 타선이 X축으로
부터 +1.2L 보다 더 멀리 떨어진 채 접근할 경우 DCPA/L이 큰 소속
함수에 소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의 근본적인 원인은 DCPA가 자선의 중심에서 CPA 점까
지 거리를 의미할 뿐, CPA점이 자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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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Fig.4.12 Designed situation of two ships (action space)

Fig.4.13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ac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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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DCPA와 TCPA를 이용하여 충돌회피알고
리즘을 구성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선의 행동공
간 및 피항 침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선의 행
동공간과 타선의 접근 방향에 따른 위험성을 충돌회피 시점 추론과
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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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돌비율을 이용한 회피 시점의 추론
4장에서는 충돌위험도의 추론 방법에 따른 특성, 저속 선박의 난
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계산된 결과 분석, DCPA와 TCPA를 계산하
는데 있어서 선수각과 실제 침로의 차이가 충돌위험도 추론에 미치
는 영향, 자선의 조종성능의 차이가 충돌위험도 추론에 미치는 영향,
행동공간의 방향이 충돌회피 시점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
였다. 그 결과 1.3절에서 밝힌 충돌회피알고리즘 개발 방향과 충돌
위험도의 추론 특성이 상이함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충돌회피알고리즘을 위한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이 필요했다.
5장에서는 자선과 타선의 위치, 속도, 실제 침로를 포함하여 자선
의 조종성능 및 환경하중의 영향, 조우상황 및 임계충돌상황, 저속
선박의 난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을 제안했
으며, 이를 충돌비율 (collision ratio)이라고 정의하였다. 5.1절에서는
충돌 비율을 정의한 뒤 추론과정을 설명하였으며, 5.2절에서는 회피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5.3절에서는 저속선박
의 난제 해당하는 조건에서 계산된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분
석하였고, 5.4절에서는 자선의 조종성능 차이가 충돌회피시점 결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5.5절에서는 행동공간의 방향이 충돌
회피 시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5.6절에서는 충돌비율
의 추론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피항 침로의 간격에 따른 수렴도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으로서 충돌비율을 새
롭게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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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충돌비율의 정의 및 추론과정
충돌비율이란 자선이 현재 운항상태에서 타선과의 조우상황을 고
려할 때 선택 가능한 전체 피항 침로 중에서 자선의 Evasive range
내부로 타선이 침범하는 침로의 비율이다. 자선의 조우상황과 그에
따른 행동 공간은 2.2절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전체 피항 침로는 90개이며, 현재
자선의 침로에서부터 (+)90° 또는 (-)90°까지 1°간격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피항 침로를 따를 경우 Evasive range 내부로 타선이 침범하
는지에 대한 판단은 자선이 각각의 피항 침로를 따라 움직일 경우
자선과 타선의 상대 거리를 계산하여 이루어진다. 계산된 충돌비율
은 0.0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로 표현되며, 회피할 수 없는 침로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1.0에 가까워진다. 이 때 자선의 조종성능은 3.1
절에서 설명한 조종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고려하였고, 자선의 침로
제어는 3.3절의 퍼지제어를 이용하였다.

Fig.5.1 Inferring procedure of collis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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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에서는 충돌비율의 추론 과정을 순서도로 보여주고 있다.
Fig.5.2는 Fig.5.1의 순서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5.2에 구분되어 있는 네 개의 작은 그림 우측 상단에 표시된 별
표의 개수는 각각의 추론 단계를 의미한다.

Fig.5.2 Concept of the inferring procedure of collision ratio

충돌비율의 추론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박에서 충
돌 위험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자선과 타선의 정보를 ARPA 또는
AIS를 통해 얻게 된다. 이는 식 (5.1)과 같다. ( x, y )는 선박의 중심
위치, ( u, v, r )은 선박의 속도, (y )는 선박의 선수각 정보를 의미한다.
Target은 타선을 가리키며, own은 자선을 가리킨다.
86

X t arg et = {Position( xt , yt ), Speed (ut , vt , rt ), Heading angle(y t )}
X own = {Position( xo , yo ), Speed (uo , vo , ro ), Heading angle(y o )}

(5.1)

두 번째, 얻어진 자선과 타선의 운항 정보를 기반으로 자선과 타
선의 조우상황을 분류하며, 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회피 공간과 피
항 방법을 결정한다. 이는 식 (5.2)와 같다. S(ψc ) 는 자선이 선택 가
능한 전체 피항 침로의 집합을 의미한다. 전체 피항 침로의 개수는
90개이며, 행동공간의 방향에 따라 현재 자선의 침로에서부터 (+)90°
또는 (-)90°까지 1°간격으로 구성된다. 최대 피항 침로를 90°까지 결
정한 이유는, 충돌회피 과정에서 자선은 본래의 경로를 향해 전진하
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S (y c ) = {y i | y i = i ° (i = 1, 2,...,90 for STBD)
S (y c ) = {y i | y i = -i ° (i = 1, 2,...,90 for PORT )

(5.2)

세 번째, 전체 피항 침로 중에서 하나의 회피 침로를 선택하게 된
다. 이것은 식 (5.3)과 같은데, 여기서 ψ c 는 전체 피항 침로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피항 침로를 가리킨다.

y c =y i

(5.3)

네 번째, 선택된 피항 침로를 따를 때 Evasive range 내부로 타선
이 침범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선박의 상대위치를 계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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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는 식 (5.4)와 같다. 자선과 타선의 최종 위치를 Xf 라
고 할 때, 타선의 최종 위치는 이동시간, 타선의 시작위치, 속도, 선
수각에 따라 결정된다. 자선의 최종 위치는 이동시간, 자선의 시작
위치, 속도, 선수각, 명령 침로각, 자선의 타각에 따라 결정된다. 자
선의 위치는 자선의 조종운동방정식을 풀어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를 계산하며, 타선의 위치는 해당 시점에서 제공된 타선의 위치, 속
도, 진행방향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타선의 속도에 시간간격 (△t)
를 곱하여 계산한다. 매 순간 자선과 타선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선과 타선의 상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임의의 명령
침로에 대한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를 Di 라고 하였다. 각각의
Evasive range에 따른 충돌비율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 은
자선의 길이를 가리키며, E.R은 Evasive range를 가리킨다.

X t arg et ( xt , yt , ut , vt , rt y t ) f = f (time, xt , yt , ut , vt , rt y t )
X own ( xo , yo , uo , vo , ro ,y o ) f = f (time, xo , yo , uo , vo , ro ,y o ,y c , d o )
Di = ( xt - xo )2 + ( yt - yo ) 2
n( E.R = 1.0 L)
C Ratio (1.0 L ) =
90
n( E.R = 2.4 L)
C Ratio (2.4 L ) =
90
n( E.R = 3.6 L)
C Ratio (3.6 L ) =
90

(i = 0,1, 2,...,89)
D
( where, n( E.R = 1.0 L) = n( i < 1.0))
L
D
(where, n( E.R = 2.4L) = n( i < 2.4))
L
D
( where, n( E.R = 3.6 L) = n( i < 3.6))
L

(5.4)

다섯 번 째, 전체 회피 침로에 대하여 식 (5.3)과 (5.4)에 해당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충돌비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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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sive range는 자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를 갖는 영
역을 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선과 타선은 선박의 길이(L)를
지름으로 하는 원형물체로 가정했기 때문에, 자선의 Evasive range
의 크기가 1.0L이면 계산된 충돌 비율이 1.0이 되었을 때 현재 위치
에서 자선이 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Evasive range가 1.0L인 경우에 추론된 충돌비율만으로는 자선과 타
선이 충돌하지는 않지만 매우 근접하여 교차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Evasive range를
크게 하면, 충돌 비율이 1.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발생하
지 않은 채 교차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 비율 1.0이 자선의 피항 행동 만으로는 타선
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선과 타선
이 매우 근접하여 교차하는 상황의 위험성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 개의 Evasive range를 선택하고,
각각 추론된 충돌비율의 평균값을 현재 위치에서의 충돌위험 지수
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Evasive range는, 각각 1.0L, 2.4L, 3.6L이다.
자선의 길이와 Evasive range의 크기는 Fig.5.3에서 보여주고 있다.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하는데 이용되는 충돌비율은 식 (5.5)와 같다.
식 (5.5)에서 세 가지 Evasive range를 고려하여, 계산된 충돌비율을
CRatio 라고 정의하였다.

1
CRatio = ´ ( CRatio (1.0 L ) + CRatio (2.4 L ) + CRatio (3.6 L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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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Fig.5.3 Different evasive range of own ship

본 연구에서 선택한 각각의 Evasive range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
는데, 먼저 1.0L은 자선과 타선의 길이(L)를 지름으로 하는 원형물체
로 가정했을 때, 두 선박이 물리적으로 접촉했음을 의미한다. 두 번
째, 2.4L은 자선이 진로 유지선인 경우에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자 하
는 거리이다. 세 번째, 3.6L은 자선이 피항 의무선인 경우에 최소한
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거리이다. 1.0L이라는 값은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선박을 원형물체로 가정했기 때문에 두 물체가 물리적으로 접
촉했음을 의미하는 거리이다. 2.4L과 3.6L은 Fig.4.4의 무차원화된
DCPA의 소속함수 중에서 PMS와 PM의 대표값이다. 충돌위험도 추
론에서 진로 유지선과 피항 의무선의 회피 기준 시점이 되는 0.8,
0.6이라는 값이 계산되는 경우는, 각각 DCPA 값이 최소한 2.4L또는
3.6L 이상인 경우이다. 즉, DCPA값이 위의 값보다 작을 경우,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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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항자가

위험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값은

Hasegawa and Kouzuki (1987)가 숙련된 운항자의 인터뷰 결과를 분
석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운항자가 타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
하는 최소 상대거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제안된 충돌비율이 충돌 위험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Fig.4.3과 같이 설계된 초기 조건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다. 9가지 경우 중에서, 자선과 타선의 속도가 23.5knots인 경우
에, Evasive range가 1.0L, 2.4L, 3.6L인 경우에 얻어지는 각각의 충
돌비율을 비교하였다. Fig.5.4, Fig.5.5, Fig.5.6은 Head-on, Crossing
(give-way),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evasive range에 따른 충
돌비율을 각각 표시한 것이다. 충돌비율은 자선과 타선이 가까워짐
에 따라 기울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선박의 동적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Fig.5.4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s (1.0L, 2.4L and 3.6L) at heado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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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5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s (1.0L, 2.4L and 3.6L)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Fig.5.6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s (1.0L, 2.4L and 3.6L)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Fig.5.7, Fig.5.8, fig.5.9는 자선의 침로를 10°에서부터 90°까지 10°
간격으로 명령한 후 자선의 궤적을 표시한 것이며, 각각 model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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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조종성능을 갖는 자선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박의 느린 동
적 특성 때문에 침로 변경을 시작한 후부터 명령침로를 따르기 까
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직진 안정성 측
면에서 불리한 model 3가 변침에 소요되는 이동거리가 가장 짧았으
며, POD각 관련 계수를 수정하여 advance와 tactical diameter가 증
가한 model 2는 변침에 소요되는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침로 변경 초기에는 명령 침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궤적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Fig.5.4, 5.5, 5.6에서 나타난 충돌비율의 특성과 관련
하여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선박이 멀리 있을 경우에는 회피
가능한 명령 침로의 개수가 서서히 줄어들지만, 두 선박이 일단 가
까워지면 명령 침로의 크기가 크더라도 회피 궤적에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기 때문에 회피 가능한 침로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자선과 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충돌비율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실제 충돌사고의 위험성도 충돌비율과 유
사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Kearon (1977), Smeaton
and Coenen (1990)이 DCPA와 TCPA의 제곱형태로 충돌위험도를 추
론한 것도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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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7 Trajectories according to command course over ground of
model 1

Fig.5.8 Trajectories according to command course over ground of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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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9 Trajectories according to command course over ground of
model 3

Fig.5.4, 5.5, 5.6이 하나의 Evasive range에 대한 충돌비율의 계산
결과라면, 식 (5.5)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충돌회피 시점 결정을 위
하여 세 가지 Evasive range를 이용하여 계산된 충돌비율은 Fig.5.10
과 같다. 충돌비율의 값이 1.0에 도달하는 시간은 Crossing (standon), Crossing (give-way), Head-on 상황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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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0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at different encounter
situations

5.2 회피 기준의 결정
충돌비율을 이용하는 충돌회피알고리즘에서 자선의 회피 시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자들의 회피시점 결정 방법을 조사하였
다. 먼저 Hasegawa and Kouzuki (1987)는 조종시뮬레이터에서 수행
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Fig.5.11과
같다. 조우상황에 따라 충돌위험도 0.70 또는 0.85에서 충돌회피 행
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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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1 Pattern definition of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of
Hasegawa and Kouzuki (1987)

Lee and Rhee (2001)는 자선의 회피 시작거리에 따른 자선과 타
선의 최소 상대거리를 Fig.5.12와 같이 계산하고, 이를 Hasegawa
and Kouzuki (1987)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회피 시점을 결정하였다.
Lee and Rhee (2001)에 따르면 Hasegawa and Kouzuki (1987)의 조
종시뮬레이터 결과를 분석했을 때, 최소 상대거리가 1.0~2.0km 사이
에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Lee and Rhee (2001)
의 충돌위험도 추론 방법을 따를 때, 피항의무선은 0.6에서 회피를
시작했고, 이 때 상대거리는 3.0Nm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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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2 Effects of criterion of collision risk on avoidance action in
head-on situation of Lee and Rhee (2001)

제안된 충돌비율의 회피시점은 Table 5.1과 같다. 충돌비율을 추
론함에 있어서 1.0L은 물리적인 충돌 여부를, 2.4L은 진로 유지선일
경우 유지하는 영역의 범위를, 3.6L은 피항 의무선일 경우 유지하는
영역의 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선의 충돌을 의미하는 1.0이나
진로유지선의 안전 영역인 2.4L내부로 타선이 침범하지 않더라도
3.6L에 해당하는 피항 침로의 비율이 1.0이 되면 충돌회피를 시작해
야 한다. 따라서 피항 의무를 갖는 경우의 피항 기준점을 0.33으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충돌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2.4L에 해당
하는 피항 침로의 비율이 1.0이 되면, 3.6L에 해당하는 피항 침로의
비율은 자동적으로 1.0이기 때문에, 진로 유지선인 경우의 피항 기
준점을 0.66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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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Criteria of collision ratio for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회피시점
피항 의무선

0.33

진로 유지선

0.66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충돌비율의 정의에 따라 결정된 충돌회피
시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Lee and Rhee (2001)이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했던 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Fig.5.13에서는
Head-on 상황에서 상대거리 별 충돌비율의 변화를 나타냈다. 피항
의무선인 경우이므로, 충돌비율이 0.33이 되는 순간은 두 선박의 상
대거리가 대략 2.0Nm이 되는 위치였다.

Fig.5.13 Collision ratio according to the relative distanc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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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의 회피 시작거리에 따른 자선과 타선의 최소 상대거리를
Fig.5.14에서 정리하였다. 회피 시작거리는 1.0Nm에서부터 4.0Nm까
지 0.2Nm간격으로 계산하였다. 회피 기준인 0.33에서 회피를 시작한
다고 했을 때,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상대거
리는 대략 4.0L~5.0L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5.14 Minimum distance according to the relative distanc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Table 5.2에서는 최근 5년동안 초인 거리 별 충돌사고 발생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초인거리라고 함은, 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을 최초
로 인지했을 때,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초
인거리가 짧을수록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 특성은 Fig.5.14에서도 알 수 있는데,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의 크기는 다르지만, Table 5.2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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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피항 행동 시작 거리가 짧을수록
유지할 수 있는 두 선박간의 최소거리가 감소한다. 대상선박을 이용
한 시뮬레이션 결과 회피 시작 시점의 상대거리가 1.0해리일 때는
조종성능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모두 충돌하고 있었다. 단, 같은
시점에 회피를 시작할 경우 최소 상대거리의 크기가 Model 3, 1, 2
순서로 여유 거리를 크게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5.14에
서 대략 3.2해리 보다 더 멀리서 회피행동을 시작했을 때 최소 거리
가 줄어든 이유는 안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비용함수
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Table 5.2 Occurrences of collision accidents according to first
recognition distance in recent five years

2007

2008

2009

2010

2011

1마일 미만

61

68

31

59

60

1~2마일

37

25

19

34

13

2~5마일

38

32

38

39

39

5마일 이상

316

17

8

12

23

미발견

43

49

77

49

32

기타

-

-

9

10

18

계

195

191

182

20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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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회피의 시작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해상교통법 해설서에는 상
호시계일 때 1해리, 제한시계일 때 2해리의 여유를 두고 피항을 시
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meaton and Coenen (1990)은 2.77해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우상황에 따라 거리에 대한 개념이 모호
하기 때문에 명확한 회피시점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충돌비
율을 이용할 경우, 회피 시작거리가 2.0Nm임을 감안하면, 다른 연구
자나 해상교통법에서 권고했던 충돌회피 시작 거리의 범위 내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3은 전체 사고 중에서 초인거리가 2.0Nm 이내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대략 68.7%의 충돌 사고가 2.0Nm
이내에서 인지한 경우에 발생했다. 대략 2.0Nm에서 회피 시점을 판
단하고, 운항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략 70%정도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5.3 Rate of collision accidents according to first recognition
distance in recent five years

2마일
이내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72.3%

74.3%

69.8%

70.0%

56.8%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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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충돌비율을 이용할 경우 저속선박의 난제 반영 가능성
4.2절에서는 충돌위험도를 이용할 경우 저속선박의 난제를 고려한
충돌회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9가지 계산 조건을 설계하였다.
본 5.3절에서도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 충돌비율을 계산하고,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자선의 속도는 항상 23.5knots로 운
항하는 상황을 가정했으며, (-5000, 0)에서 시작해서 (5000, 0)을 향
해서 직선으로 이동한다. 타선의 속도는 각각의 조우상황에 대하여
11.75,

23.5,

35.25knots로

운항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Fig.5.15,

Fig.5.16, Fig.5.17은 Head-on, Crossing (give-way), Crossing (standon) 상황의 충돌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Head-on 상황에서는 타선의
속도 변화에 따라 충돌 비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는 타선의 속도가 빠를수록 충돌 비율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는 타선의 속도에 따라 충돌회피 시점
의 추론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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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5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s at head-on situation

Fig.5.16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s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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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7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s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Table 5.4에서는 Fig.5.15, Fig.5.16, Fig.5.17의 충돌회피 시점을 비
교하였다. 충돌비율에서는 자선이 피항 의무선인 경우 회피 시점을
0.33, 진로 유지선인 경우 회피시점을 0.66으로 결정하였다. Lee and
Rhee (2001)의 충돌위험도와 충돌비율의 회피 시작 시점에 대한 상
대거리가 다르다. 따라서 Table 5.4의 비교는 두 방법에 따른 충돌
회피 시점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회피 시점에 관한 인위적인 변경 없이
적응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즉, 자선의 조
종성능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추론되는 충돌비율의 특성상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계산 조건에서 회피 시점이 바뀌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번 인터뷰를 하거나 회피 기준을 조정하
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 없이, 저속선박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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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Comparison of tim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speed of target ship/encounter situation)

충돌회피 시점 (sec)
타선의
속도
충돌
위험

11.75 knots

Collision Collision

23.5 knots

35.25 knots

Collision Collision Collision Collision

risk

ratio

risk

ratio

risk

ratio

Head-

195

260

195

261

195

262

on

sec

sec

sec

sec

sec

sec

195

239

195

225

195

213

sec

sec

sec

sec

sec

sec

267

300

267

271

267

214

sec

sec

sec

sec

sec

sec

지수

Crossing
(giveway)
Crossing
(standon)

Table 5.4에서 알 수 있는 충돌위험도와 충돌비율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충돌회피 시점의 변화 유무이다. 즉, 충돌위험도를 이용할
경우 선박에 따라 매번 새로운 DCPA와 TCPA 소속함수를 새로 구
성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 필요한데 비해, 충돌 비율을 이용할 경우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라 충돌비율이 추론되므로 회피 시점이 동일
한 기준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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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종성능의 영향
충돌비율은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선의 회피 능
력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한다.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
돌회피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면, Fig.5.18과 같이 충돌위험 기준값인
0.33에서 회피를 시작하였으며, 회피와 동시에 충돌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조종성능을 고려한 충돌회피 알고리
즘 구현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특성이다. 또한 환경하중
이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바람과 조류의 방향 크
기를 고려하여 충돌회피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Fig.5.18 Example of collision ratio according to maneuverability of
own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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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행동공간의 영향
충돌위험도를 이용할 경우 행동공간의 방향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기 위하여 Fig.4.12과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충돌비
율을 계산하였으며, Fig.5.19는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충돌비율을 이용할 경우 자선의 피항 침로 방향에서 접근하는
선박의 위험성을 충돌비율의 추론값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
선의 접근방향에 따라 충돌회피 시점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회피 시점을 추론할 경우, 별도의 알고
리즘 구성없이 행동 공간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5.19 Example of collision ratio for checking the effect of ac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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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피항 침로 간격에 따른 수렴도 확인
충돌비율의 추론과정에서는 자선이 피항 침로를 따를 경우 자선
과 타선의 상대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조종시뮬레이션에
따라 계산량이 증가된다. 하지만 운항중인 선박에서 자선의 위험 여
부를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충돌회피알고리즘의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간격으로 구성된 피항
침로를 기준으로 2°, 3°, 5°, 10°로 구성했을 때의 계산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침로 간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5.20
은 1°, 2°, 5°에 대한 계산 결과를 Fig.5.21은 1°, 3°, 10°에 대한 계
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략 1°, 2°, 3°까지는 거의 차이를 구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5°의 경우 피항 의
무선의 회피 기준시점인 0.33부근에서 5초 내외의 평행구간이 나타
나고 있으며, 이는 자선의 운항속도를 고려할 때 60m 정도의 회피
시작시점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피항 침로의 간격
은 최대 5°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자선의 운항안전성 측면에서 타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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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0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at head-on situation for
convergence test (1°, 2° and 5°)

Fig.5.21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at head-on situation for
convergence test (1°, 3°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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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항 행위의 결정
Fig.6.1은 충돌비율을 이용한 충돌회피알고리즘의 전체 순서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AIS 또는 ARPA를 이용하여 자선과 타선의 정
보를 획득하고, 충돌비율을 추론하게 된다. 추론된 충돌비율이 피항
기준보다 커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경로를 탐색하고, 최적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명령 타각을 결정
한다. 이후에 자선의 조종성능과 참로 제어를 위한 명령 타각을 고
려하여, 선박의 충돌회피가 이루어진다. 만약 추론된 충돌비율이 피
항 기준보다 작아서 현재 상태가 안전하다고 판단되었다면 본래의
운항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Fig.6.1 Flow chart of the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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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A* 탐색법을 이용한 피항행동계획수립
운항자는 충돌 위험이 존재할 경우 현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피항
행동을 한 이후의 위험 상황까지 고려하여 회피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A* 탐색법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회피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Lee and Rhee (2001)의 연구에서는 전문가시스템을 이용
해 행동공간을 탐색하였으며, 탐색된 경로에 대한 A* 탐색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탐색 범위를 줄일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경험적인 요
소를 반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최적
경로 탐색을 위하여 Lee and Rhee (2001)와 마찬가지로 A* 탐색법
을 이용했다. 하지만 행동공간의 범위를 전문가시스템과 같은 방법
을 이용하여 제한할 경우, 저속선박의 난제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경우 시스템의 예측 범위 안에서만 탐색을 수행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자선
이 선택 할 수 있는 전체 회피 공간에 대하여 A* 탐색을 수행하였
다. 여기서 전체 회피 공간이라 함은 본래 진행방향을 0°라고 할 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선택 가능한 회피 공간의 방향으로 (+)90° 또
는 (-)90°까지를 의미하며, 10°간격으로 탐색을 수행한다. 자선의 진
행방향을 중심으로 좌현 방향을 (-), 우현 방향을 (+)로 한다.
Fig.6.2에는 A*탐색법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A* 탐색은 자선이
움직일 수 있는 몇 개의 층(layer)으로 나누어 탐색을 수행한다. 하
나의 경계점 (nodal point)은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안전한 행동들을
나타내는 가지를 갖는다. 이 행동들은 다음 경계와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경계점을 갖는다. 이 때 탐색알고리즘은 자선이 목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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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점 (nodal point)까지 가는 동안 최소화 하고자 하는 비용함수를
정의한다. 그리고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각 층에서의 행동을 A* 탐
색법을 통해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선의 현재 행동은 경계까
지 행동계획의 일부가 된다. 비용함수는 Lee and Rhee (2001)의 방
법과 마찬가지로 충돌위험도의 시간적분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하였는데, 최적 경로
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경험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빠른 계산을 위하
여 충돌 위험도를 이용하였다.

Fig.6.2 A* search algorithm

A*탐색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규칙을 기반으로
경로 탐색이 이루어졌다. 또한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탐색 경로의 비용함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충돌 위험도가 0.6
보다 작은 행동들이 존재하면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선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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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회피 경로의 충돌위험도가 0.6 이상이면, DCPA를 최대가 되
는 행동을 선택한다.

Fig.6.3은 비용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 그림에
서 세 개의 실선은 현재위치에서부터 첫 번째 층까지 도달하는데
이동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세 개의 점선은 첫 번째 층 이후에 마지
막 층까지 동일한 침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채, 추정되는 비용을
나타낸다. 두 값을 더하여, 최소값을 갖는 침로를 선택하게 된다. 선
택된 침로에서부터 다시 마지막 층까지 동일한 계산을 반복함으로
써, 마지막 층까지의 최적 회피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Fig.6. 3 Calculation of cost function

추정된 전체 비용
= 시작 경계점에서 현재 경계점까지 비용 + 현재 경계점에서 최
종 경계점까지 추정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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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 탐색의 기준값 결정
A* 탐색법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탐색 범위와 층(layer)의 두께
(thickness)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Table 6.1에서 정리된
것처럼 Lee and Rhee(2001)은 한 층의 두께를 500m로 결정했고,
Son et al (2009)은 충돌위험도에 따라 2L~3L 사이의 값을 정하되,
위험도가 높을수록 2L을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선이 1분동안
이동한 거리를 한 층의 두께로 결정했다. 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Table 6.1 Different criterion of layer thickness

Lee and Rhee

Son et al

Present study

(2001)

(2009)

(2013)

Type

Constant

Variable

Variable

Thickness

500m

2L~3L

Vⅹ60(sec)

본 연구의 탐색 규칙을 따를 때, Fig.6.4에서 보는 것처럼 Layer
thickness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위의 규칙에 의해 DCPA를 최대로 만드는 계획이 우선적으로 반영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화된 회피 경로 생성이라는 목적 이외에
자선의 충돌회피 행동 중에 나타난 다른 선박의 위험성을 반영하는
A* 탐색법의 목적에 따라 층의 두께를 결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자선의

속도에 따라

결정하였다.

Canada의 항해장비규정에는 ARPA에서 1분 이내에 타선의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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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정보를 95% 신뢰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즉, 최대 1분 이내에 자선의 운항자가 타선의 변침이나 속
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선의 피항계
획이 업데이트 되는 층의 두께를 자선이 1분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기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선박은 23.5knots로 운항
하기 때문에, 대략 725m로 결정되었다.

Fig.6.4 Trajectories according to layer thickness at head-o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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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5는 경로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선
은 충돌 위험이 없을 경우, 본래 계획에 따라 설정된 경로점(way
point)를 따라 이동한다. 단, 충돌회피를 위한 동작을 하는 동안은
본래 경로에서 이탈하여 자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
다. 자선이 충돌회피 행동을 끝내고 본래의 경로에 복귀하는데 기존
의 경로점이 자선의 중심으로부터 상대방위각이 45°이상이면, 현재
의 경로점을 버리고 새로운 경로점을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Fig.6.5 Determination of way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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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돌회피알고리즘의 계산 및 비교
본 연구에서는 5장에서 제안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알
고리즘을 구성하였고,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몇 가
지 계산조건에서의 충돌회피 궤적과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 자선
과 타선의 상대거리에 대한 시 계열 자료를 분석하였다. 7.1절에서
는 자선의 조종성능이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7.2절에서는
행동공간의 영향에 따른 충돌회피 행동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7.1
절과 7.2절에서는 충돌위험도 추론법을 이용하여 구성한 충돌회피알
고리즘의 결과와 충돌비율을 이용한 충돌회피알고리즘의 결과를 비
교함으로써, 두 방법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7.3절에서는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하는 충돌비율의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저속 선박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한 충돌위험도를 이용할 경우 저속선박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하였다. 7.4절에서는 바람, 조류와 같은 환경하중의 입사
각에 따른 영향이 충돌회피 시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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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종성능의 영향
7.1.1 Head-on 상황
Fig.7.1, Fig.7.2, Fig.7.3은 Head-on 상황에서 충돌위험도를 이용하
여 충돌회피 시점을 판단했을 때,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와 자선과 타선의 상대 거리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Fig.7.4, Fig.7.5, Fig.7.6은
Head-on 상황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판단했을
때,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
료와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7.1을 보면, 자선 조종성능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195 sec에
서 충돌회피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충돌위험도가 무차원화
된 DCPA와 TCPA만을 이용하여 추론되기 때문인데, 자선의 조종성
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속함수를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했을 경우 회피 시점이 동일한 대신 타선의 진행 경로
에서 이탈하는 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Model 1, 3의
경우 Model 2에 비해 타선의 예상 경로에서 빠르게 이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7.4를 보면, 충돌비율을 이용한 경우 Model 2의 경우 245 sec
에서 회피 행동을 시작했으며, Model 1은 261 sec에서, Model 3는
271 sec에서 회피 행동을 시작했다. 이 결과를 통해, 충돌비율은 자
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
며, 자선의 우수한 조종성능에 의해 타선의 경로에서 쉽게 이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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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할 경우 회피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즉, 충돌회피알고리
즘을 설계자가 결정한 세 개의 Evasive range의 침범 여부를 기준으
로, 자선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회피 시점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ig.7.2를 보면, 자선의 조종성능에 관계없이 충돌위험도가 0.6인
경우에 회피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동안 충돌위험도
가 증가한 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자선의 조종성능의
차이에 따라 충돌위험도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증가할 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존의 DCPA, TCPA 소속함수를 검증 없이 사용
할 경우, 충돌회피 행동을 수행했음에도 자선의 운항자가 위협적인
순간을 만날 위험성이 있다.
Fig.7.5를 보면, 충돌비율이 0.33이 되었을 때 회피행동을 시작하면
충돌비율을 일정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
럼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하기 때문에,
조종성능이 나쁜 선박의 경우 충돌 비율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Fig.7.3과 Fig.7.6을 보면, 충돌위험도를 이용할 경우가 충돌비율을
이용한 경우보다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5.2절에서 비교한 것처럼 두 기법의 회피시점 결정 기준
이 다르기 때문에, 두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단지 Lee and Rhee (2001)의 충돌위험도 회피 기준을 따를 경
우 자선의 조종성능에 관계없이 회피 시점이 195 sec이었고, 그 것
이 충돌비율을 이용한 261, 271 sec보다 빠르기 때문에 Head-on 상
황에서 상대거리를 더 크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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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 Trajectories at head-on situation (collision risk)

Fig.7.2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at head-o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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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3 Time histories of relative distance at head-on situation
(collision risk)

Fig.7.4 Trajectories at head-on situation (collis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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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5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at head-on situation

Fig.7.6 Time histories of relative distance at head-on situation
(collis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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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Crossing (give-way) 상황
Fig.7.7, Fig.7.8, Fig.7.9는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충돌위험
도를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판단했을 때,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
른 충돌회피 궤적,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와 자선과 타선의 상
대 거리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Fig.7.10, Fig.7.11,
Fig.7.12는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
회피 시점을 판단했을 때,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와 자선과 타선의 상대 거리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Fig.7.7을 보면, 195 sec에서 회피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Head-on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Model 1, 3의 경우 침로 변경이 용이한 것
을 알 수 있다. Fig.7.10을 보면, 충돌비율을 이용할 때 Model 2의
경우에는 210 sec에서 회피 행동을 시작했으며, Model 1, 3의 경우
에는 각각 225, 240 sec에서 회피 행동을 시작했다. 충돌위험도를
이용할 경우 Head-on 상황과 Crossing (give-way) 상황의 충돌회피
시점이 195 sec로 동일하다. 하지만 충돌 비율을 이용할 경우 조종
성능이 다른 Model 1, 2, 3에 따라 각각 261 sec에서 225 sec로, 245
sec에서 210 sec로, 271 sec에서 240 sec로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동일한 DCPA와 TCPA를 갖더라도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는 타선이 자선의 피항 침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
에 Head-on 상황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이다. 충돌비율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차이가 자선의 회피 시점 결정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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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8을 보면, Head-on 상황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동
안 충돌위험도가 증가한 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충돌위험도가 Head-on 상황에 비해 더 큰 값
까지 증가한 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충돌비율을
이용할

경우

회피

시점이

빠르게

추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Crossing (give-way) 상황이 Head-on 상황보다 더 위험한 조우상황
임을 의미한다.
Fig.7.11의 충돌비율은 0.33에서 회피행동을 시작하고 나면 충돌비
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Head-on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
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했기 때문에, 조종
성능이 나쁜 선박의 경우 충돌 비율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Fig.7.9을 Fig.7.3과, Fig.7.12를 Fig.7.6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충
돌위험도를 이용할 경우 자선과 타선의 최소 상대거리가 크게 감소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충돌비율을 이용할 경우 자선과 타
선의 최소 상대거리가 거의 비슷한 값을 갖고 있다. 이것은 DCPA와
TCPA만으로

충돌위험도가

추론되기

때문이며,

Head-on상황과

Crossing (give-way)상황에서 충돌회피 시점이 동일한 대신 최소 상
대거리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충돌비율을 이용할
경우 조우상황에 따라 회피 시점의 차이가 발생한 대신 최소 상대
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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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7 Trajectories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collision risk)

Fig.7.8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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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9 Time histories of relative distance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collision risk)

Fig.7.10 Trajectories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collis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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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1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Fig.7.12 Time histories of relative distance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collis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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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Crossing (stand-on) 상황
Fig.7.13, Fig.7.14, Fig.7.15는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충돌위
험도를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판단했을 때,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와 자선과 타선의
상대 거리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Fig.7.16, Fig.7.17,
Fig.7.18은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
회피 시점을 판단했을 때,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와 자선과 타선의 상대 거리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Crossing (stand-on)은 타선이 피항 행동을 수행하지 못
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따라서 자선은 자선의 안전을 위하여 피항행
동을 시작해야 하지만, 타선의 선수횡단을 금지하는 국제해상충돌예
방규칙에 의거하여 우현선회를 수행한 후, 속도 감소를 통해 타선의
선미를 횡단하는 시나리오를 갖게 된다. Crossing (stand-on)에서 속
도 감소의 목표값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선박
이 예인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운항하는 최소 속도가 대략 6knots
부근이다. 자선 운항속도 (23.5knots)를 기준으로 대략 20% (4.7knots)
일 때를 자선의 최소 속도라고 가정하면, 운항속도의 60% (14.1knots)
가 운항속도와 최소 속도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다.
Fig.7.13을 보면, 충돌위험도를 이용하여 회피 시점을 결정했음에
도 불구하고 Head-on 상황이나 Crossing (give-way) 상황과 달리
267 sec에서 회피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앞의 두 경우는 자선이 피
항 의무선이었고, Crossing (stand-on)의 경우의 자선은 진로 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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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충돌위험도 회피 기준이 0.6에서 0.8로 바뀌었다. Fig.7.1이나
Fig.7.7의 경우 자선의 조종성능이 좋을 경우 자선의 본래 경로에서
더 적게 벗어나는 것과 달리, Fig.7.13에서 보면 조종성능이 더 좋은
선박의 경우 더 멀리 벗어나고 있다. 앞의 두 경우에는 자선의 침로
변경을 통해 타선의 침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는 자선의 변침 후에도 타선의 침로 위에 있기 때문에
자선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멀리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ig.7.16을 보면, Model 1, 3의 경우는 각각 271 sec, 272 sec였고,
Model 2의 경우는 250 sec에 회피 행동을 시작한다. 자선이 진로 유
지선인 경우 충돌비율 0.66을 기준으로 회피 시점을 결정하였다.
Fig.7.16의 경우에도 Fig.7.13과 마찬가지로 자선의 조종성능이 좋을
경우에 본래 자선의 진로에서 더 멀리 이탈하는 회피 침로를 선택
하였다.
Fig.7.14와 Fig.7.17을 보면 시간에 따른 충돌위험도 변화와 충돌비
율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Head-on 상황이나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얻어진 충돌위험도와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와 그 형태
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의 두 조우상황과 달리 충돌위험
지수가 감소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의 두 조우상황은 자선이 침로를 변경하면, 타선
의 침로에서 벗어나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는 자선의 침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선과 타선
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Fig.7.14에서 충돌위험도는 조종성능
에 따라 충돌위험도의 최고값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Model 1,
3의 경우 충돌위험도 0.95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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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로 유지선의 회피 기준값인 0.66보다 커지는 것은 동일했으
며, Model 2의 경우 대략 0.9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Fig.7.15와 충돌위험도를 이용할 경우에 Model 2는 최소 상대거리
가 1.0L 이하인 경우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Fig.7.18
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한 경우에는 대략 2.4L 부근에서 최소 상대거
리가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충돌위험도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특
성상 최소 거리가 어디까지 줄어들지에 대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
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Fig.7.13 Trajectories of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collisio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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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4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Fig.7.15 Time histories of relative distance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collisio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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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6 Trajectories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collision ratio)

Fig.7.17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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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8 Time histories of relative distance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collis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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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행동 공간의 영향
4.5절에서 충돌위험도를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DCPA와 TCPA만으
로는 자선의 피항 침로의 방향, 즉 행동공간의 방향에 관한 정보가
을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
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돌회피 궤적과 충돌위험도 시 계열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달리 충돌비율에서는 회피
침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
가 별도의 알고리즘 없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7.19와 Fig.7.20은 충돌위험도를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판
단했을 때, Head-on 상황에서 타선의 접근 방향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과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Fig.7.21과
Fig.7.22는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판단했을 때, 타선
의 접근 방향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과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Fig.7.19는 타선이 X축으로부터 -1.0L, 0.0L, +1.0L 떨어진 거리에
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하여 충돌위험도를 이용한 충돌회피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충돌위험도를 이용한 경우, 세 경우의 회피 시점은
195 sec로 모두 동일하다. 단, 최적 회피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1.0L 위치에서 접근하는 타선의 위험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자선은 본래 진로에서 가장 멀리까지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만약 충돌위험도를
이용하여 충돌회피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경우, 자선의 행동공간 방향
이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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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Fig.7.21은 타선이 X축으로부터 -1.0L, 0.0L, +1.0L 떨어진 거리에
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하여 충돌비율을 이용한 충돌회피 궤적을 보
여주고 있다. 충돌비율에서는 자선의 행동공간 방향에서 접근하는
타선의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회피 시점에 차이가
나타났다. +1.0L에서 접근할 경우 222 sec, 0.0L에서 접근할 경우
261 sec, -1.0L에서 접근할 경우 294 sec 회피 명령을 내리고 있다.
또한 세 가지 경우 자선의 충돌회피 궤적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7.20은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인데, 세 가지 경우의 차이
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회피 시작 시점은 동일하게 나타났
다. 특히 +1.0L에서 접근하는 타선을 조우하는 경우 충돌위험도가
가장 높은 값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Fig.7.22에서 보는 것처럼, 충돌비율에서는 타선의 접근
방향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0L에서 접근하는 경
우 가장 빠른 시점에 회피 명령을 내리고 있다. -1.0L에서 접근하는
경우 충돌 비율이 0.33보다 큰 값에서 회피를 시작하는데, 충돌비율
의 특성상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0.33
을 유지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최적 회피 경로를 탐색하여 얻어진
경로를 따를 경우 충돌비율이 0.33에 도달하더라도 추가적인 충돌회
피 행동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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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9 Trajectories at head-on situation (collision risk/action space)

Fig.7.20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collision risk/ac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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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21 Trajectories at head-on situation (collision ratio/action space)

Fig.7.22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collision ratio/ac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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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저속선박의 난제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충돌위험도와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했을 때, 충돌위험도 및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와 충돌회피 궤적을 통해 충돌회피 행동의 특성을 분
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자선보다
빠른 속도로 운항하는 타선에 대하여 충돌회피 과정을 계산하였다.
자선의 조종성능은 Model 1, 2에 대해서만 계산을 수행했다.
타선의 속도는 자선 속도의 1.5배, 2.0배로 각각 35.25knots,
47.0knots였다. 현재 대양에서 운항중인 선박을 고려할 때, 47.0knots
는 일부 고속선에 해당되는 속도이다. 타선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자선으로 선택된 Cruise선의 운항
속도가 23.5knots로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47.0knots의 타선을 조우
하는 상황이 가정된 것이다. 만약 유조선이나 화물선과 같이 상대적
으로 느린 선박을 자선으로 선택했다면, 2.0배에 해당하는 타선의
속도는 쉽게 조우할 수 있는 속도 범위가 될 것이다. 자선과 타선의
속도비율을 기준으로 저속선박의 난제를 정의했던 Miloh (1975)의
연구와 동일한 기준을 이용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선의 속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먼저, Fig.7.23과 Fig.7.24는 Model 1의 조종성능을 갖는 자선이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충돌위험도를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
판단을 했을 때, 충돌회피 궤적과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를 보
여주고 있다. Fig.7.25와 Fig.7.26은 Model 2의 조종성능을 갖는 자선
이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충돌위험도를 이용하여 충돌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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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판단을 했을 때, 충돌회피 궤적과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
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 타선의 속도, 자선의 조종성능과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에 따른 자선의 회피 시점은 Table 7.1에 정리
하였다. 충돌위험도를 이용할 경우 자선의 회피 시점은 모두 267
sec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먼저 Model 1의 경우, 충돌위험도를 이용해서 충돌을 방지하는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즉, Fig.7.24에서 보는 것처럼 타선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충돌위험도의 최고값은 높아졌지만,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Fig.7.24의 충돌위험도 시 계열 자료는 충돌
위험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자선
의 변침으로 타선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했던 Head-on 상황이나
Crossing (give-way) 상황과 달리 자선이 변침했음에도 타선과 가까
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Crossing (Stand-on) 상황 때문에 발생하
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Model 2의 경우, 충돌위험도를 이용해서 충돌을 방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Model 1과 2의 충돌회피 결과를 통해 저속선
박의 난제가 자선의 조종성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선의 변침 성능이 매우 우수한 선박일 경우에는 저속
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도 자선의 변침만으로 타선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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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23 Trajectories for slower ship’s dilemma (collision risk/model 1)

Fig.7.24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for slower ship’s dilemma
(collision risk/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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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25 Trajectories for slower ship’s dilemma (collision risk/model 2)

Fig.7.26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for slower ship’s dilemma
(collision risk/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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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통해, 충돌위험도 추론법을 이용할 경우 조우상황과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DCPA와 TCPA 소속함수를 새로 구성
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대
하여 기존의 소속함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자선의 운항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돌위험도를 이용하여 저속 선박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하는 새로운 인터뷰를 수행하고, 소속함수를 다시 구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적인 관점에서 소모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속함수를 기반으로 이를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유영준과 이기표 (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DCPA
와 TCPA의 소속함수를 구성할 때, 자선과 타선의 속도비율이 고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자선의 회피 기준을 저속 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하여 검증한 후, 변경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유영준과 이기표 (2011)의 연구에서는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 저속 선박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소속함수의 변경으로 인해 문제가 없었던 다른 조우상황의 회피 시
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은 Fig.7.27과 Fig.7.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선이
진로 유지선인 경우에 회피 기준값을 0.80에서 0.70으로 낮추었고,
이 때 Model 2의 회피 궤적 및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충돌위험도가 1.0이하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선의 운항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회피 기준값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점과 조우하는 상황에 따라
매번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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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27 Trajectories for slower ship’s dilemma (risk 0.70/model 2)

Fig.7.28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isk for slower ship’s dilemma (risk
0.70/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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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29와 Fig.7.30은 Model 1의 조종성능을 갖는 자선이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 판단을 했
을 때, 충돌회피 궤적과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Fig.7.31과 Fig.7.32는 Model 2의 조종성능을 갖는 자선이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 판단을 했
을 때, 충돌회피 궤적과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보면, Model 1과 2의 충돌회피 시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충돌비율을 이용했을 경우 저속선
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그 위험성을 추가적인 작업 없이
인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피
시점을 조기에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타선의 속도가 47.0knots의 경우에 회피시점이 35.25knots
인 경우보다 느리게 추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저
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타선의 속도가 자선의 속도에
비해 빠를수록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논문의 조건을 기
준으로 보면, 자선 속도의 1.5배 되는 타선이 2.0배 되는 타선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선이 변침을 하게 되면, 추진력의
감소 없이도 자선 속도가 저하된다. 만약 타선의 속도가 자선의 속
도에 비해 과도하게 빠를 경우에는 자선의 낮아진 속도와 변침으로
확보한 여유거리 만으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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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29 Trajectories for slower ship’s dilemma(collision ratio/model 1)

Fig.7.30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for slower ship’s dilemma
(collision ratio/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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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31 Trajectories for slower ship’s dilemma(collision ratio/model 2)

Fig.7.32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for slower ship’s dilemma
(collision ratio/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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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Comparison of time for starting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collision risk/collision ratio/maneuverability)

Target

Collision risk

Collision risk

Collision ratio

Collision ratio

ship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267 sec

267 sec

271 sec

250 sec

267 sec

267 sec

219 sec

202 sec

267 sec

267 sec

233 sec

212 sec

23.5
knots
35.25
knots
47.0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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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환경 하중의 영향
본 절에서는 환경하중이 자선의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
했을 때, 자선의 회피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Head-on 상황과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1.0m/s
의 조류와 Beaufort number 6의 바람이 일정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자선의 충돌회피 시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선과 타선의 운항속도는 23.5knots로 동일하며, 자
선은 (-5000, 0)에서부터 (5000, 0)으로 이동한다. Fig.7.33과 Fig.7.34
는 Head-on 상황에서 풍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조류 하중이 작용
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또한 Fig.7.35와 Fig.7.36은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풍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조류 하중이 작용
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실선은 환경하중이 없는 경우에 자선의
회피 시점을, 사각형 표시된 1점 쇄선은 환경 하중의 작용하는 경우
의 회피 시점을 나타낸다. 각 환경하중의 입사각은 Fig.3.2의 좌표계
를 기준으로 30° 간격으로 계산하였다.
Head-on 상황에서는 선수방향으로부터 작용하는 환경하중에 대하
여, 자선의 충돌회피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환
경하중이 자선과 타선의 조우시간을 늦추는 방향에서 작용하거나
자선이 변침을 시작한 이후 타선이 진행경로에서 자선을 이탈시키
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자선의 운항안전성 측면에서 여유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도 Head-on 상황과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타선과 자선이 조우하는 상황이 다
르기 때문에, 환경하중이 동일한 입사각일지라도 더 큰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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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선의 선미방향으로부터 작용하는 환경하
중에 대하여, 타선의 진행 경로방향으로 자선을 이동시키려는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선의 운항 안전성 측면에서 충돌 위험성을 높이
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 하중이 작용할 경우 환경하
중이 없을 경우보다 충돌회피 시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Fig.7.33, 7.34, 7.35, 7.36을 보면, 회피 시점에 관한 결과가 좌우
대칭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Fig.7.34와 Fig.7.35는 좌현
방향 혹은 우현 방향으로 뚜렷하게 편중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풍 하중과 조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편중된 방향이 다르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90°방향에서 풍 하중과 조류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자선의 선회궤적 특성을 나타낸 Fig.3.12와 Fig.3.18,
Fig.3.14와 Fig.3.20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경하중에 따라 선회 표류
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풍 하중이 90°
방향에서 작용할 경우 자선의 선회표류각이 자선 진행방향의 반대
쪽으로 나타나는데, 환경하중에 의해 자선이 타선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특성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조류 하중이 270°
방향에서 작용할 경우 자선의 선회 표류각이 자선 진행방향의 반대
쪽으로 나타나는데, 역시 환경하중에 의해 자선이 타선으로부터 멀
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특성이 나타난 것이다. 때문에 자선과
타선과 조우하기까지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자선의 운항안전성 측
면에서 여유시간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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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33 Polar chart of tim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under wind (B.N.6) at head-on situation

Fig.7.34 Polar chart of tim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under current (1.0m/s) at head-o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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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35 Polar chart of tim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under wind (B.N.6)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Fig.7.36 Polar chart of tim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under current (1.0m/s)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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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선의 조종성능 및 환경하중이 조종성능에 미치
는 영향, 자선과 타선의 속도 비율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임계충돌조
건 및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이용될 수 있는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충돌비율, 퍼지제어,
A* 탐색법 등을 이용하여 충돌회피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먼저, 많이 이용되는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으로써 충돌위험도가
갖는 특성이 본 연구에서 지향했던 충돌회피알고리즘의 개발 방향
과 상이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개발 방향에 맞추어 자선
과 타선의 위치, 속도, 선수각,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조종성능, 환
경인자 등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충돌비율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두 방법의 차이를 Table 8.1과 같이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자선의 안전과 운항 계획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충돌회피 행동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A* 탐색법이 최적 회피 경로를 탐색하는데
이용되었다. A* 탐색을 위한 비용함수는 경험적으로 추론되는 충돌
위험도의 시간적분값으로 정의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경험적인
요소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153

Table 8.1 Comparison between collision risk and collision ratio

Item

Collision risk

Collision ratio

Computing time

Fast

Slow

Impossible

Possible

Empirical

Logical

Consideration of own
ship’s maneuverability
Inference type

Position, Heading angle,
Judgment factors

DCPA, TCPA

Speed, Maneuverability,
COLREGs,
Environmental loads

설계된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몇 가지 조우상황에 대하여 시뮬레
이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자
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추론되는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할 수 있었다. 특히, 자선의 조종성능을 추정할 수 있다
면 이를 기반으로 충돌회피 시점이 추론되기 때문에, 선박에 따라
매번 인터뷰를 통해 소속함수를 구성하는 과정 없이 보다 쉽게 이
용될 수 있다. 또한 충돌위험과 관련된 요소를 DCPA와 TCPA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선과 타선의 위치, 속도, 선수각, 국제해상충돌예
방규칙, 조종성능, 환경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했
다.
둘째, 임계충돌조건과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충돌
비율을 이용할 경우, 저속선박의 난제에 적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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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없이 충돌회피가 가능했다. 또한 저속 선박의 난제가 자선의 조
종성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선과 타선
의 속도비율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타
선의 속도가 자선의 속도에 비해 빠를수록 저속 선박의 난제가 더
위험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본 연구의 계산 조건에서 자선의
속도보다 1.5배 빠른 타선이 2.0배 빠른 타선보다 더 위험하게 인식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환경 하중이 자선의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
써, 환경하중의 입사각에 따라 자선의 충돌회피 시점이 다르게 결정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환경하중이 작용하더라도 Head-on
상황에 비해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충돌회피알고리즘은 자선과 타선의 위치, 속
도, 선수각 외에 조종성능, 환경인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을 반
영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기준의 의거하여 피항 시점을 추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선의 운항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반복적인 조종시뮬레이션 때문에 계산량이 증가되고, 추론 결과를
획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선과 타선의
일대일 관계에 한정되어 추론되는 충돌비율의 특성 때문에, 다수의
선박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계산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다수의 선박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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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ship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using the collision ratio

Youngjun You
Industrial Engineering and Naval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ision at sea is very dangerous, because structural damage to
the hull can cause structural hazard, loss of human life and
property, and ocean pollution due to oil and cargo spills. Thus, the
demand on systems to support the safe navigation of ships has
increased, and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s have been studied,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In this paper, a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is constructed that
i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But it aims to solve the problems
recognized in previous researches, and tries to consider complex
factors related to collision at sea. The following four goals are
envisioned to develop a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First, the
maneuverability of own ship is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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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ind

and

current,

on

maneuverability. Secondly, the speed ratio between own ship and
the target ship is considered. Thirdly, the critical collision condition,
where the target ship fails to take appropriate action, is considered.
Fourthly, the slower ship’s dilemma is considered, where the target
ship is faster than own ship in a critical collision condition.
The designed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information about other vessels and obstacles is
obtained, and an objective index is assessed to evaluate the
riskiness of the vessels. The collision ratio is proposed as an index,
using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nd ARP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s).
The collision ratio is defined as the expected ratio of unavoidable
paths to total paths, under suitably

characterized operational

conditions. In the assessment, the positions of own ship and target
ship, speed, heading angle, COLERGs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maneuverability of own ship,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considered. Secondly, the collision
avoidance plan of own ship is established, and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is performed as planned. An A* search algorithm is used
to find the optimum path. The cost function for the A* search is
defined as the sum of the calculated and estimated collision risk,
which is empirically inferred. To follow the avoidance path, control
inputs

are

determined

using

fuzzy

control,

and

maneuvering

equations of motion are solved to consider own ship’s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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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 own ship returns to its original path, as the risk of
collisions disappears. If there is no risk of another ship, automatic
maneuvering is performed as planned.
Some scenarios are designed to verify the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In these scenarios, trajectories of

own ship, time

histories of the collision ratio, and time histories of relative
distance are analyzed. The results using the collision ratio are
compared with those using the collision risk. Based on this
comparis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using the collision ratio are analyzed. The development of a ship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using

the

collision

ratio

is

accomplished. The designed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complies
with the COLREGs; and the maneuverability of own ship is
considered,

to

determine

the

tim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The critical collision condition and slower
ship’s dilemma are also solved, through analysis based on th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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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euverability;

critical collision condition; slower ship’s dilemma; collis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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