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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해상안 을 한 국제  기술 개발  표 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e-Navigation을 지향한 기

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차세  해상교통 제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재 국내 

환경에 맞는 차세  VTS (Vessel Traffic Service)를 진행하기 해서는 국내 VTS 센터의 제사로부터 요구사항

을 수렴하여 이를 시스템 개발에 용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차세  VTS의 요구사항을 정

의하기 해 15개 국내 해상교통 제센터로부터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항행지원 주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항행지원 요구 사항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항행지원 서비스로서 기존 VTS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차세  VTS용 ASM(Application Specific Messages)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를 구 하여 AIS 실제 

장비와 연동  시뮬 이션 단말시험을 통해 그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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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esearches of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for maritime safety are proceeding internationally. In 

particular, some technologies and strategies for e-Navig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VTS (Vessel Traffic Service) has been raised in Korea. In order to construct user 

oriented VTS system for domestic environment, VTS operators are asked for their requirements related to 

developing VTS and the opin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VTS.  So in this paper, we collect the requirements 

from fifteen VTS centers in the country and we also analyze them. Furthermore, we propose an ASM 

(Application Specific Messages) service, which was not supported by current VTS, and we verify the proposed 

ASM through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system and simulation terminal for maritim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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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안 한 선박 항해를 해 해상 분야에서는 2005년

도부터 e-Navigation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를 심으로 IT 기술을 융합하여 e-Navigation 표 화

가 진행되고 있다.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추진 인 e-Navigation은 선박과 

육상  선박과 선박 간에 데이터 교환, 융합, 분석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 과 보안  해양환경보호를 극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   

  연안 해역에서의 안 한 선박의 입항과 사고를 방

지하기 해 해상교통 제센터에서는 이더,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과 같은 운항지원 장비와 VHF 음성 통신 등을 통해 

충돌 상황과 충돌 좌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험

상황의 최  인지 시 부터 회피 기동까지 많은 시간

이 소요되며, 그 차도 복잡하다. 일례로 해양사고의 

30% 가 충돌 사고이며 90% 이상이 인 오류에 의해 

발생 되고 있다
[4]

.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선박과 해상교통 제센터에 최신 IT 기술을 융합한 

차세  해상교통 제 시스템이 개발의 필요성이 두 

되고 있으며, 재의 VTS (Vessel Traffic Service)를 

체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

다. 

  본 논문에서는 VTS를 개발하기 한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실제 해상교통 제센터에서 VTS 를 운용하

고 있는 제사로부터 실질 인 설문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제 시스템 

구조를 악한다. 한, 이를 토 로  VTS에서 ASM 

(Application Specific Messages) 통한 항행지원 서비

스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다. 

Ⅱ. 차세  해상교통 제 시스템 개념  요구 

사항 분석

  과거의 VTS는 좁은 의미 는 고  의미로는 

이더 신호 범 에 의한 통항 선박 감시와 선박 통항의 

조정으로 해당 구역의 제 주가 목 이었으나, 최

근 IALA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세  VTS는 특정 

제 구역에 한 제한도 없으며, 정보 공유의 확 를 

한 주무 청에 한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다
[5]

. 즉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성 등 다양

한 센서로 확 될 뿐만 아니라 항행지원  다양한 정

보 제공으로 개념이 확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6,7].

  재 교통 제 시스템의 항행지원 서비스는 부분 

제사의 음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충돌 험이나 좌  

등 험 상황을 제사의 경험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지원하는 자동항행지원이나 제사

의사결정지원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 재 해상교통 제 시스템은 과거의 트래픽 

경로의 정보를 제를 한 기술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항해 지원 통신 체계는 AIS의 바이 리 송 

모드 구조로서 속이라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해상 상황에 따른 경로 측  험도 추정을 통한 

제사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계하고 VHF (Very 

High Frequency) 통신망을 통한 항행지원 서비스 구

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먼 , 차세  VTS 에 한 항행지원 요구사항을 분

석하고 이를 용한 VTS의 구조를 설계한다. 기존 

VTS와 다른 차세  상황인지기반 항행지원 특징을 

가진 지능형 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VTS는 다

음과 같은 기능 요구사항을 가진다
[4]

.

  (1) 다  VTS 센서 정보수집  다양한 상황인지 

정보 수집 

기능상황인지 정보수집을 한 이더 정보, 

AIS  PortMIS를 연계를 통한 선박  운항

자 정보,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정보, 기타 센서망을 통한 정보수집 기능을 가

져야 한다.

  (2) 해상 충돌/좌  상황의 험도 분석  회피

선박의 항행 정보를 이용하여, 좌  는 선박 

조합 간의 충돌 험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항로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충돌회피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선박별/해역별 험 리  안 운항정보자동생성

선박의 항행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해역별 

DUKC (Dynamic Under Keel Clearance) 등을 

고려한 험 리  해당 해역별 안 운항정보

를 생성하고 자동 송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최  항로탐색  이 안 리

트래픽 상황이 복잡하여 충돌가능성이 많거나, 

악천후의 입출항 상황, 험물 운반선 등에서 

해당 선박의 조종  운동 상황을 사 에 측

하여 최 항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이를 기반으로 항행 정보를 제공하고, 입출

항 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항만  선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제

수로, 천수역 등 항만특성을 고려하고,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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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of the implement and operation Potential requirements

1 Loss of basic good seamanship by crews Common maritime information/Data structure

2 Inappropriate substitution of the human element by technology
Automated and standardised reporting 

functions

3
Degradation of bridge resource management and best practices by 

the crew
Effective and robust communications

4
Operating procedures should be put in place and kept under 

review
Human-centred presentation needs

5 Maintain the persistence of decision-making HMI(Human Machine Interface)

6
Guaranteed education and appropriate integr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HMI
Data and system integrity

7
Adequate resources should be made available and assured both for 

e-navigation
System redundancy ( GPS )

8 Implementation should be measured and not over-hasty Analytical capability of user support

9 Costs should not be excessive. Implementation (Training, simulation)

표 1. 국제해사기구 해사안 원회 e-Navigation 요구 사항 
Table 1. e-Navigation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s Maritime Safety Committee

선, 여객선, 험물 운반선 등 선종별 특성과 

항만별 입출항하는 주 상 선박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제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유류오염 응  사고 응 조기경보

유류 오염 사고의 조기 응을 하여 사고시 

오염 정도 악  측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유사시 유 기 에 조기경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7) 상황별 제사 의사결정 지원 기능

해상상황에 따라 항행정보지원체계의 의사결

정 지원을 한 다양한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도입/제공하여야 한다[8].

  (8) 해상디바이스기반 해상상황인지 정보수집  

정보분석 

해상의 다양한 구조물  선박의 통신/센싱장

비와 연계한, 악천후 등 직  해상상황정보

의 수집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상

황정보의 수집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9)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상황별 운항자선

호도 추출 

해상교통 제시, 기존의 경로에 하여 상황에 

따른 데이터마이닝을 통하여 실시간 해상상황

에 따른 경로 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의 모바일 오 젝트 상황 

인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상황추론 기능의 고도화 작

업과 운항자 선호도 리 기능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

하다. 한, 타깃오 젝트의 운항자가 과거에 사용한 

다양한 과거 운항 이력들을 기술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한 최 의 선호도를 반 한 상세 경로 추정

을 제공하도록 한다. 

  표 1은 국제해사기구 해사안 원회에서 정의한 

e-Navigation에 한 요구 사항을 보여 다. 표1을 살

펴보면 재 추진 인 e-Navigation이 안정성과 정확

성에 을 두고 있으며 효율성 한 고려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의 표 내용 이외에도 선박 간, 선박-

육상 간 데이터교환, 국제 인 표 화, 확장성 지원 

등도 요구사항으로 고려되고 있다. 

  

Ⅲ. 실제 제사 요구사항 수렴  분석

  다음은 설문을 통한 결과(그림 3~5)에 한 분석으

로서, 100문항에 가까운 설문이 이루어져 분석되었으

며, 본 논문에서는 결과  요한 몇 가지만 소개하

고자 한다.    

  본 설문 결과를 보면, 충돌 험도를 나타내는 CPA

와 TCAP에 한 반 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 범 에 있어서도 연안 역까지 

확 된 제 역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재 센서

에 해서는 AIS 시스템에 한 오류가 가장 심하며, 

제에 큰 혼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더에 해서도 많은 개선 사항이 요구되고 있고 

CCTV는 재 크게 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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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 범  확 에 한 설문결과 
Fig. 4. Survey results about control range expansion 

그림 1. 요구사항 정의의 요성
Fig. 1. Importance of requirements definitio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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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system has the most error among information sensor system?

총합계

그림 3. 센서 시스템에 한 설문 결과   
Fig. 3. Survey results about the sensor system

그림 2. VTS 제센터 설문개요
Fig. 2. VTS Control center survey overview

  본 설문 결과를 보면, 충돌 험도를 나타내는 CPA 

(The predicted Closest Point of Approach)와 TCAP 

(The predicted time of the closest point of approach)

에 한 반 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제 범 에 있어서도 연안 역까지 확 된 제 

역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재 센서에 해서는 

AIS 시스템에 한 오류가 가장 심하며, 제에 큰 혼

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더에 해서

도 많은 개선 사항이 요구되고 있고 CCTV는 재 크

게 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

그림 5. 충돌 험도 산출에 한 보완 등에 한 설문결과
Fig. 5. Survey results about complementary of collision risk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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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한 설문결과
Fig. 7. Survey results about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그림 6. 제 시스템간 연계 필요성 설문결과
Fig. 6. Survey results about linkage necessity between VTS 
system

그림 8. 항행 정보 달에 한 설문 결과 
Fig. 8. Survey results about navigation information delivery

  그림 6에서 본 바와 같이 제 시스템 간 필요성은 

연계된 항구에서는 특히 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연

계성이 없는 독립된 항구의 제센터에서는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사에 하여 의사결정지원 시스

템은 충돌사고에 한 정보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선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80% 이상이 의

사결정 문가 시스템의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으며, 응답자의 30% 이상이 제사 의사결정 문가 

시스템에 한 건의 사항으로 간략화된 정보 제공을 

제시하 으며, 제사의 제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요약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항행지원 정보에 한 설문으로서, 

재 시스템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정확한 정보로 개선해

야 하고, 실시간 제공이 필요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 

시스템을 제안하는 의견이 존재하며, 시스템의 개발에 

제사의 문성을 반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

었다. 

  한, 그림 10을 살펴보면 항행 인 선박에 필요한 

정보  가장 필요한 정보는 주변선박의 항로, 제원, 

선박제원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제사의 응답이 가

장 많았고 그림11에서는 VTS센터 간 데이터 교환 시 

필요한 정보로 선박의 트랙 정보와 선박 종류  선박

명 등이 표기된 선박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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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항행지원 정보에 한 설문 결과
Fig. 9. Survey results about aid to navigation 
information 

그림 11. VTS 정보의 교환에 한 설문 결과 
Fig. 11. Survey results about exchange of VTS 
information

그림 10. 항해 인 선박에 필요한 정보의 한 설문 결과
Fig. 10. Survey results about ncessary information to the 
ship during the voyage

그림 12.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한 필요 기술에 한 설문조사 
Fig. 12. Survey results about technology necessary to prevent accidents vessel

  그림 12는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한 필요 기술에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의 설문 결

과 선박 간 상호 충돌 험에 한 정확한 분석 기술과 

제할 상 선박의 처한 재 상황에 한 정확한 정

보, 정보연계를 통한 항행선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는 기술들을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한 필요 기술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 

결과를 토 로 선박을 통해 해상상황을 수집하는 시

나리오와 선박으로부터 항행의도를 수신 받아 충돌사

고를 방지하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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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SM 메시지의 구분
Fig. 13. Classification of ASM message

(b) 방송 활용 로토콜 

    그림 14. ASM 메시지 로토콜 구분
    Fig. 14. Classification of ASM message 
    protocol

(a) 주소지정 활용 로토콜

Ⅳ. 항행지원서비스 시나리오 설계

 AIS는 인력의 개입 없이 선박의 치, 속력, 침로 등

과 같은 정보를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방송해 주는 장

치이며, 선박 상호간의 충돌 방기능 선박의 치통보

기능  선박통항의 상황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이다[9]. AIS 메시지는 기본 으로 선박의 치,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신

장치에 해당되며, 식별 정보와 정  정보 그리고 동  

정보로 구분하여 송한다.

  ASM은 AIS를 통해 바이 리 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 메시지 규격으로, 그림13의 AIS 에서 6,7,8번 메

시지 식별자를 통해 바이 리 데이터를 송한다. 

재 ASM은 AIS메시지의 바이 리 확장 메시지로 표

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www.e-navigation.nl/asm 을 

통해 검증  e-Navigation 용을 한 시험 사이트

가 운 되고 있다. 

  ASM 서비스는 제 센터에서 선박으로 항행 정보 

달이 기존 단문 메시지로는 불충분한 면이 존재하

여, ASM이 요구되어 왔다. 즉,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

으로부터 제공되어 진다.   

  (1) 해당 선박 주변의 랑정보, 기상정보 등의 센

싱된 많은 정보를 달하고자 하는 경우

  (2) 험 정보와 변침 등 운용상의 피항 동작에 

한 의사 달시 오해의 소지를 이기 하여 

세부 인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

  (3) 선박 간의 사용된 표 이 불명확하거나 정확하

지 않은 경우, 상  충돌 험 있는 선박의 항

행의도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경우

  (4) 단순한 식별번호를 달하는 채 에서 좀 더 많

은 정보를 달하고자 할 때, 

  (5) 송 후에 송에 한 응답을 기 하고자 할 

때

  ASM은 그림14과 같이 주소를 지정해 메시지를 

송하거나 메시지를 로드캐스 할 수 있다. 즉 특정 

선박만 메시지를 송하거나 다수의 선박에 메시지를 

송할 수 있다. 주소를 지정하여 메시지를 송할 때 

메시지 아이디 6번을 통해서 달하고 로드캐스

을 할 경우 메시지 아이디 8번을 통해 송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토 로 앞서 제사들이 제기한 문제들 

 충돌사고 방과 정확한 항해 정보 달을 ASM을 

통해 응용하는 시나리오를 설계해 보았다.

4.1. ASM에 의한 센서 정보 달 시나리오 

  ASM확장을 통해 센서 정보들을 가공해 여러 선박

에게 항행지원 정보를 달할 수 있는 항행지원시스

템을 구성해 본다. 기상상황이나 항만 상황 등은 기상

청이나 기상센서, 선박 제센터 등을 통해 수집하고 

해상 상황은 선박에 부착된 센서 정보를 ASM을 통해 

수신하여 타 선박으로 송한다. 그림15는 1차 으로 

기상청이나 VTS 센터 내에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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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SM응용을 한 항행 정보 생성 과정
Fig. 16. Navigation information generation process for ASM application

그림 15. ASM 통한 센서 정보 달
Fig. 15. Sensor information sending by ASM

들을 수집한 뒤 가공에서 각 선박들에게 제공하고, 2

차 으로 선박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다른 선박들에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보

여 다. 

  항행지원을 한 수집되는 정보는 선박 AIS 정보, 

MET(meteo, 기상)/HYD(Hydro, 수로) 센서 정보, 기

타 센서 정보 등이 수집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서비스 

형태별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류한다. 분류된 정보

는 토 로 지역별, 선박별 정보 분석, 시간별 정보 분

석, 분류된 정보 융합  생성을 통해 분석된다. 이러

한 정보 분석을 해서는 선박 로 일링과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각 선박에 맞추어

진 정보를 송하기 해 해당 선박 정보, 선박과의 

상호교신 등의 정보와 해당 선박의 재 상황 등을 종

합하여 항행 정보를 생성해야 한다. 분석된 데이터는 

ASM을 통해 항행지원 정보를 개별  그룹으로 송

하거나, 상 정보, 지역 선박, 시간 등으로 나 어진 

통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16은 항행지원시스

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항행지원시스템을 통해서 해상상황과 항만

상황 등에 한 실시간 정보를 융합하여 더욱 정 한 

정보를 원하는 제사들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켜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생산은 제업무에 어

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상악화 등 특정 사건

이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정보를 송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4.2. ASM을 의한 항행의도 정보 달 시나리오

  2011년 2월에 열린 Regional e-Navigation 

Conference에서 일본의 해상기술안 연구소에서는 

선박 간의 항행의도를 수신할 수 있는 NIESS 

(Navigational Intention Exchange Support System)을 

제안하 다. 이 시스템은 AIS의 ASM을 통해 단순히 

선박간에서만의 통신을 통해 변침정보나 운항정보 등

을 상호 공유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선박 간에 

주고받는 정보에서 제 센터를 심으로 제센터에

서 험상황이 상되는 다  선박에 동시에 ASM을 

송하고 다 선박의 항행의도를 악하여 제사가 

이를 확인하고 험이 측되는 경우 충돌 회피 경로

를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시뮬 이션한 결과를 제

시한다.  즉, 이 에서는 NIESS를 확장하여 선박 간

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제 센터와 선박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제 명령을 지시하는 시나리오와 시뮬

이터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확장된 ASM을 통해 선박충돌이나 좌  등의 험 

상황 발생 에 각 선박에 항해의도를 질의하고 응답

을 수신 받아 선박의 동선을 악할 수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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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항행지원 시스템 인터페이스
Fig. 18. Aid to navigation system interface 

그림 17. ASM을통한 항행의도 달  

Fig. 17. Navigation intention sending by ASM

VTS 센터에서는 항행의도를 악하기 해서는 각각

의 선박에게 VHF를 통해 음성으로 항행의도를 질의

하고 수집된 항행 정보도 VHF를 통해 음성으로 달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달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선박의 항행의도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17은 ASM을 통한 항행의도 정보 달 차를 

보여 다. 먼  선박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선박에 

ASM메시지를 통해 항행의도를 수신받아 항행의도를 

악하고 충돌 험이 있는 선박들에게 제 명령을 

ASM을 통해 달한다.  

  ASM을 통해 항행의도를 수신 받아 GUI 형태로 

시하면 여러 선박의 항행의사를 악하고 의사 달하

기 쉬운 장 이 있다. 따라서 충돌 험이 있는 선박

의 악하기 쉽기 때문에 제사의 요구 사항  충돌

사고 방 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선박

에 용하기 해서는 표 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

며 항행의사를 AIS로 표 하기 해서는 채  부족의 

문제 들이 있다. 

  항행의도 정보를 빠르게 악해야 선박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빠르게 항행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18 과같이 자주 사용되

는 문구 등을 쉽게 입력할 수 있는 GUI 형태의 인터

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달하기 한 ASM의 활용성을 검

증하고자 그림19와 같이 시뮬 이션 환경을 제안 한

다.  

  시뮬 이션은 해상이동단말과 앙 제센터로 나

어 구성했다. 검증 테스트를 하여 재 시 에서 

매되고 있는 선박용 AIS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선

박에서 사용하는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 고, 

센서를 통해 수집하는 기상 정보를 생성하기 해 센

서 정보생성기를 사용하여 생성하 다. 해상이동단말

에 포함된 ASM시뮬 이터는 직  구 한 소 트웨

어로 센서 정보를 수신 받아 표시 하고 앙 제센터

로부터 항행의도 분석 요청이 수신되면 항행의도를 

입력할 수 있게 하 다. 항행의도를 입력하면 해상이

동단말에서 수집한 기상 정보와 함께 6번 AIS 메시지

에 실어 보낸다. 앙 제센터에서는 해상이동단말에

서 송한 AIS 메시지  6번 메시지를 확인하여 항

행의도 정보와 기상정보를 확인한다. 앙 제센터에

서 해상이동단말로 센서 정보 재송신 요청을 하면 자

동으로 기상정보 시시스템으로 송신 된다. ASM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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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ASM 응용 시뮬 이터 환경 
 Fig. 19. ASM application simulator environment 

용 시뮬 이션 결과 AIS 채 을 구성하여 선박과 

제 센터 간 정보를 달하고, 요구하는 정보를 반복

인 상호 달을 통하여 응용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을 확인하 다.  한, 기존의 제센터에 의존하던 

기상정보를 운항하고 있는 선박을 통해 수집하여 선

박 주변의 해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안 한 선박 운항을 해 차세  해상교통 제 시

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해상

교통 제 시스템을 설계하기 해 요구 사항을 분석

하 으며, 센서 정보를 ASM을 통해 달하는 시나리

오와 선박의 항행의도를 ASM을 통해 달하는 2가

지 시나리오를 제안하 다. 센서 정보 달 시나리오

는 보다 정확한 해상상황을 악하고자 하는 제사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제안하 고, 항행의도

달 시나리오는 선박의 동선을 악하여 충돌 험성을 

낮추기 해 제안하 다. 제안한 시나리오를 검증하기 

해 ASM 응용시뮬 이터를  직  구 하 다. 시뮬

이션 결과 ASM 서비스는 제 센터에서 선박으로 

항행 정보를 달하는 장문 반복가능한 서비스로서,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활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 따

라서 ASM을 통한 정보 달이 해상의 안 을 해 

제 시스템에 용되면 실시간 해상 상황을 이해하

고 항행의도 정보를 공유하여 선박 사고를 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제사들의 추가 인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ASM를 응용한 서비스들도 개발하여 다양한 선박충

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 인 시스템 개발이 이

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 성능 검증을 통하여 차세

 VTS  e-Navigation을 실 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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