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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vigoration plan of the marine tourism, Busan City has the plan to operate the cruise ship inside of the harbor, 
but the area has narrow water way with heavy traffic. As a result it is requested to evaluate the safety for the preparation 
of actual navigation. In this study, the Ship Handling Simulation (SHS) Assessment was conducted, which is regulated 
by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MTSAS) in compliance with the Marine Safety Law and the Maritime 
Traffic Risk Assessment System based on the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The proximity 
assessment, control assessment and subjective assessment were implemented, which is enacted by the Marine Safety Law 
by using the SHS. In the case of proximity assessment, the probability of trespass was not analyzed. As the control 
assessment, the swept path was measured at 11.7 m and 11.5 m for port entry and port departure respectively, which 
exceeded the width of the model vessel, 10.4 m over; it was considered as a marginal factor. As a result of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navigator, there would be no difficulty on ship maneuvering b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mooring 
vessel nearby the Busan Bridge and Yeongdo Bridge as well as the coming vessel from the invisible sea area when 
the vessel is entering and departing the port. The Marine Traffic Risk Assessment System analyzed as [Cautious] level 
until the vessel passed the Busan bridge and the curved area at 5 kts and it became to [Dangerous] level from where 
it left 75 m to the Busan Bridge. When the vessel passed the Busan Bridge and the curved area at 10 kts and entered 
the narrow area, it indicated the [Dangerous] level and became to [Very dangerous] level from where it left 410 m to 
the Busan bridge. In conclusion, the vessel should maintain at the speed of 5 kts to reduce the risk when it passes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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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0년 부산시에서 발간한 “국제수산관광단지 조

정에 따른 정책연구”에 따르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부산시는 부산항 주변에 다양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내는 항로가 좁고, 많은 어선 및 소

형 선박의 통항으로 해상교통이 아주 혼잡한 수역으로 

안전한 통항을 위해서는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가 필요

하다. 이러한 안전성 평가는 부산항 및 부산항 신항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과 논문을 통해 선박조종시뮬레

이션과 해상교통혼잡도 검토 (Yon et al., 2007; Yoo et 
al., 2013; Kang et al., 2017)가 있었지만 부산항내에 대

한 연구 논문은 거의 없어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내 유람선을 취항과 관련한 운항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의 해상교통안

전진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통항 안전성 평가를 수행

하였으며, 추가로 해상교통위험성 평가시스템을 활용하

여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장치 및 방법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평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평가부분은 2016년 영남씨그랜

트사업의 “부산항내 유람선 운항금지 구역 완화 및 해제

를 위한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결과의 일부 

이다. 선박의 통항 및 접․이안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로, 항로표지시설, 통항제어 등 항만시스템과 

조류, 바람, 시계 등 환경요인, 교통량과 통항방식 등 

통항조건, 선박의 신뢰성 및 조종자의 인적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항만시스템과 통항조건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환경조건은 부산

항 입항 및 출항 조건에 따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선박조종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장비는 

Transas사의 NTPro 5000이고, 유람선 모델의 제원은 배

수톤수 310.8 ton, 전장 38.8 m, 선폭 10.4 m, 흘수 2.0 m이

다.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부산항에서 유람선을 운항하

고 있는 3급 항해사면허를 소지한 두 분의 선장님들이 

부산항의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평균 속도로, 그리고 부

산항 최악의 바람과 조류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선박조

종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3D 항만 및 선박 모델과 시나

리오는 Fig. 2와 Table 1과 같다. 
근접도 평가는 위험이 예상되는 기준점 또는 기준선

에 대해 최근접거리를 측정하고, 이들 거리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하여 평가 대상지점을 벗어날 확률을 구한다. 
여기서 최근접거리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라 가정하면, 
이 정규분포함수의 확률변수에서 기준에 해당하는 값 

ξ(=μ/σ) 을 구하고, 침범확률 P를 식 (1)로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μ는 선박의 끝과 기준선과의 최근접거리의 평

균, σ는 선박과 기준선과의 최근접거리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









           (1)

Fig. 3은 근접도 평가 기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운항

중 가장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3곳 (①은 부산대

교, ②는 저수심지역, ③은 부산항대교)을 선택하였다. 
네덜란드 연구기관인 TNO (Toegepast Natuurwetenschappelijk 

Onderzoek)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돌확률이 항만내 또는 

방파제 입구에서 0.0001보다 작을 때 안전한 것으로 평

가한다 (Th. Elzinga and M.P. Bogaerts, 1984). 본 연구

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물 건설 후의 안전성 평가 기준인 

0.0001을 적용하였다.
제어도는 모델선박의 사용타각, 기관사용량, Swept 

path 그리고 여유제어량 등으로 평가한다. 통항선박이 

지나간 수역을 의미하는 Swept path는 안전성 평가 기준

에 따르면 선폭의 최소 1배로 규정한다. 그리고 여유제

어량은 사용타각과 기관사용량을 이용하여 구하는 값으

로 0에 가까우면 더 이상 제어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

고, 100에 가까우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Fig. 1. Development Plan of Busan South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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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선박의 기관과 타각만을 고려하

여 선박의 여유제어량 ( ε
RC

)을 식 (2)와 같이 구하였다. 

    

  
 








∣∣
⋅

∣∣    (2)

여기에서 는 전체 운항시간, 는 조타각, 

는 대상선박 프로펠러의 회전수, 는 최대조타각, 
는 주기의 최대 회전수를 의미한다. 

조종자의 주관적 평가는 조종자들이 시뮬레이션을 수

행한 후 조종자들의 주관적 의견으로 조종 난이도 평가

표를 작성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난이도는 Table 2
와 같이 7점도 평가로 시행하였다.

해상교통위험성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분석

해상교통위험성 평가시스템은 선박의 길이, 속력 및 

선박조종성능이 고려된 동적선박영역 (Wang, 2010)을 

충돌위험 평가식 (Kobayashi and Endoh, 1976)에 적용

하여  전자해도에 표시하였다 (Kim et al., 2017). 해상교

통위험성 평가시스템에 사용된 충돌위험평가식 

(Collision Judgement:CJ)의 기본개념은 Fig. 4와 식 (3)
과 같다.

           ＝

               (3)

No.
Scenario Condition

Area Direction of passage Number of simulations Wind Current
S-1

Busan Port 
inbound 6 N

10m/s
250˚/1.5kts

S-2 outbound 6 030˚/1.5kts

Table 1. Simulation Scenario

①

② ③

Fig. 3. Proximity Measuring point.

-3 -2 -1 0 1 2 3

very
dangerous dangerous little

dangerous
not

dangerous or 
safety

little
safety safety very

safety

Table 2. Level of difficulty

Fig. 2. 3D Port model and shi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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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의 계수 , 는 실제 항해사들의 선박조종시뮬

레이션 실험 결과로 각각 다음 식 (4a)와 (4b)와 같이 

나타낸다. 

            ≃×                 (4a)
            ≃∼×              (4b) 

그리고 식 (3)의 우변 제1항은 ≃

(≃)이며 그대로 직진하는 경우 최접근지점

까지 남겨진 시간인 의 역수로 위험도를 나타내

고, 제2항의  ≃이며 그대로 직진하는 

경우 상대선이 멀어져 가는 속도로 안전도를 나타낸다. 
제3항에서 는 상대선의 상대위치이며 좌현 정횡 

(°)으로부터 우현 정횡 (°)까지를 각도 

(°≤≤ ° )로 나타낸 값으로 상대선의 위치에 따

라 피항동작의 난이도를 의미한다. 복수의 선박이 존재

할 경우, 식 (3)을 식 (5)와 같이 적분하여 총 충돌위험도 

를 평가한다.

             




                  (5)

여기서, 는 선박의 수를 나타낸다.
Kim et al. (2017)에 의하면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

의 교통위험성을 자선의 길이, 속력 및 조종능력 등을 

반영하여 식 (6)과 같이 지표화하였다.

            ≤ : [주의] 

         ≤ : [위험]              
         ≤ : [매우위험]             (6)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상교통위험성 평가시스템의 주 

화면은 Fig. 5와 같이 메뉴바 (①)는 선박입력창, 사용자

정의 영역창, 측정창, 위험성 평가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박입력창은 자선 (②)과 타선 (③)의 전장 및 선속을 

입력하고, 측정창 (④)은 특정 지점의 방위와 거리를 측

정한다. 그리고 사용자정의 영역창 (⑤)은 위험성평가가 

필요한 구역을 설정하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완성한 후 

해상교통 위험성을 평가한다. 이때 녹색은 [주의], 노란

색은 [위험], 붉은색은 [매우위험]으로 지표화 된 위험성

을 표현한다. 

결과 및 고찰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의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TNO 보고서의 구조물에 대한 충돌 확률

값인 0.0001을 기준으로 3곳에 대해 근접도 평가 결과 

Table 3과 같이 충돌확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이 입항 및 통항할 때 swept path의 안전성 기준

은 선폭의 최소 1배로 하는데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평가 

분석결과, 12.6 m로 대상 모델선박의 선폭인 10.4 m를  

초과하였다. 여유제어량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모든 시나리오에서의 여유제어량이 90% 이상인 것으로 

Fig. 4. Vector In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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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ritime Traffic Risk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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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의 계수 , 는 실제 항해사들의 선박조종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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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므로 선박제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박조종자의 조종 난이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조종자들이 약간의 안전

함을 느끼면서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교통위험성 평가 결과

선박조종시뮬레이션과 동일한 해역에서 같은 시나리

오로 전장이 50 m, 그리고 선속은 5 kts와 10 kts로 한 

두 경우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녹색은 [주의], 
노란색은 [위험] 그리고 [붉은색]은 매우위험을 나타낸

다. Fig. 6은 5 kts의 선속으로 부산항대교를 통과하고 

부산대교 입구까지 진행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성평

가 결과로, 부산항대교를 통과 후 만곡부를 통과할 때 

까지는 [주의]단계로 나타났으나 부산대교 750 m 이전

부터 [위험]단계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Fig. 7은 대상선박이 10 kts의 선속으로 운항한 경우

로 부산항 대교 진입 전 [위험]상태를 유지하다가 통과

와 동시에 [주의]상태로 위험성이 감소하였으나, 만곡부

를 통과하고 좁은 수역을 진입할 때 다시 [위험]단계, 

부산대교 410 m 이전부터 [매우위험]단계로 높아짐을 

Scenario 
No.

Proximity 
Measuring point

Ave.
Standard 
Deviation

Collision 
probability

S-1
①  32.5 4.0 0.0000
②  396.8 84.4 0.0000
③ 202.2 33.4 0.0000

S-2
① 29.3 5.3 0.0000
② 375.3 77.4 0.0000
③ 169.5 14.5 0.0000

Table 3. Analysis of Proximity (S-1) and Proximity (S-2)  

Scenario No. Margin of Controllability (%)
S-1 93.6
S-2 94.1

Table 4. Analysis of Controllability 

Scenario
Level of difficulty 

Ave. Standard Deviation
S-1 1.7 0.47
S-2 1.5 0.5

Table 5. Analysis of Subjective   

Fig. 6. Maritime Traffic Risk Assessment (inbound 5 kts).

Fig. 7. Maritime Traffic Risk Assessment (inbound 10kts).

Fig. 8. Analysis of Maritime Traffic Risk Assessment (in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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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Fig. 8은 Fig. 6과 Fig. 7에서 분석된 위험성 평가 결과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약 4,000 m 지점 즉, 부산대

교 앞에서 위험지표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5 kts의 선속으로 부산대교를 통과하여 부산

항대교까지 대상선박이 운항한 경우의 위험성평가 결과

로 부산대교를 통과할 때 [위험]단계로 나타났으나 전체

적으로 [주의]단계로 위험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Fig. 9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10 kts의 선속

으로 부산대교를 통과하여 부산항대교까지 운항한 경우

의 위험성 평가 결과로, 부산대교를 통과할 때 [매우위

험]단계, 그리고 좁은 수역에서는 [위험]단계로, 넓은 수

역이 나타남과 동시에 [주의]단계로 낮아졌다. 하지만 

부산항대교 진입 전에 다시 [위험]단계로 위험성이 증가

하였으며, 부산항대교를 통과함과 동시에 [주의]단계로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1은 Fig. 9와 Fig. 10에서 분석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부산대교 지점에서 위

험성이 가장 증가하였으며 통과 후 위험성이 감소되었

다. 그러나 부산항대교 진입 전부터 다시 위험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항대교 통과와 동시에 위

험도는 감소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내 선박 통항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박조종시뮬레이션과 해상교통위험성평가시스

템을 이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 의한 분석결과 중 근접도 평

가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침범확률이 분석되지 않

았으며, 제어도 평가의 경우도 여유제어량이 90% 이상

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wept path를 분석한 결과, 통항의 경우는 swept path인 

선폭의 최소 1배를 기준으로 하는데 11.7 m, 출항의 경

우는 11.5 m로 선폭인 10.4 m를 초과하였으나 그 차이

가 미미하여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종자의 주관적 평가 결과 입항과 출항 시 보이지 않는 

수역에서 나오는 선박과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부근에 

계류된 선박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조종한다면 선

박조종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상교통위험성 평가시스템에 의한 분석결과 중 5 

kts의 선속으로 입항한 경우, 부산항 대교를 통과하고 

만곡부를 통과할 때까지는 [주의]단계로 나타났으나 부

산대교 750 m 이전부터 [위험]단계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10 kts의 선속으로 입항한 경우 부산항 대교 진

입 전 [위험]상태를 유지하다가 통과와 동시에 [주의]상
태로 위험성이 감소하였으나, 만곡부를 통과하고 좁은 

수역을 진입할 때 다시 [위험]단계, 부산대교 410 m 이
전부터 [매우위험]단계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5 kts로 출항한 경우, 부산대교를 통과할 때 [위험]단
계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주의]단계로 위험성이 낮

Fig. 10. Maritime Traffic Risk Assessment (outbound 10 kts).

Fig. 9. Maritime Traffic Risk Assessment (outbound 5 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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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Fig. 8은 Fig. 6과 Fig. 7에서 분석된 위험성 평가 결과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약 4,000 m 지점 즉, 부산대

교 앞에서 위험지표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5 kts의 선속으로 부산대교를 통과하여 부산

항대교까지 대상선박이 운항한 경우의 위험성평가 결과

로 부산대교를 통과할 때 [위험]단계로 나타났으나 전체

적으로 [주의]단계로 위험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Fig. 9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10 kts의 선속

으로 부산대교를 통과하여 부산항대교까지 운항한 경우

의 위험성 평가 결과로, 부산대교를 통과할 때 [매우위

험]단계, 그리고 좁은 수역에서는 [위험]단계로, 넓은 수

역이 나타남과 동시에 [주의]단계로 낮아졌다. 하지만 

부산항대교 진입 전에 다시 [위험]단계로 위험성이 증가

하였으며, 부산항대교를 통과함과 동시에 [주의]단계로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1은 Fig. 9와 Fig. 10에서 분석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부산대교 지점에서 위

험성이 가장 증가하였으며 통과 후 위험성이 감소되었

다. 그러나 부산항대교 진입 전부터 다시 위험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항대교 통과와 동시에 위

험도는 감소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내 선박 통항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박조종시뮬레이션과 해상교통위험성평가시스

템을 이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 의한 분석결과 중 근접도 평

가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침범확률이 분석되지 않

았으며, 제어도 평가의 경우도 여유제어량이 90% 이상

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wept path를 분석한 결과, 통항의 경우는 swept path인 

선폭의 최소 1배를 기준으로 하는데 11.7 m, 출항의 경

우는 11.5 m로 선폭인 10.4 m를 초과하였으나 그 차이

가 미미하여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종자의 주관적 평가 결과 입항과 출항 시 보이지 않는 

수역에서 나오는 선박과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부근에 

계류된 선박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조종한다면 선

박조종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상교통위험성 평가시스템에 의한 분석결과 중 5 

kts의 선속으로 입항한 경우, 부산항 대교를 통과하고 

만곡부를 통과할 때까지는 [주의]단계로 나타났으나 부

산대교 750 m 이전부터 [위험]단계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10 kts의 선속으로 입항한 경우 부산항 대교 진

입 전 [위험]상태를 유지하다가 통과와 동시에 [주의]상
태로 위험성이 감소하였으나, 만곡부를 통과하고 좁은 

수역을 진입할 때 다시 [위험]단계, 부산대교 410 m 이
전부터 [매우위험]단계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5 kts로 출항한 경우, 부산대교를 통과할 때 [위험]단
계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주의]단계로 위험성이 낮

Fig. 10. Maritime Traffic Risk Assessment (outbound 10 kts).

Fig. 9. Maritime Traffic Risk Assessment (outbound 5 kts).

아짐을 알 수 있었고, 10 kts로 출항한 경우, 부산대교를 

통과할 때 [매우위험]단계, 그리로 좁은 수역에서는 [위
험]단계로, 넓은 수역이 나타남과 동시에 [주의]단계로 

낮아졌다. 하지만 부산항대교 진입전에 다시 [위험]단계

로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부산항대교를 통과함과 동시

에 [주의]단계로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선박조종시뮬레이션과 해상교통위험성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부산항내 선박 통항안전성 평가 결과

에서는 위험성이 분석되지 않았으며, 선박조종자에 대

한 주관적 평가 결과는 해상교통위험성 평가시스템에

서 분석 결과와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향후 해상교통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결과분석을 위해

서 peak time시 교통상황의 시나리오로 평가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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