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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나라 항구 주변에는 입․출항하는 선박으로 인하여 해상교통흐름이 복잡하다. 이러한 선박통항의 안 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해 우리나라에서는 해상교통 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4시간 쉴 틈이 없는 해상교통 제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구역 내에서

의  충돌사고는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험 상황이 약 20분에 1회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그 험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항 제 VHF채 을 3일간 청취하여, 교신내용을 분석하 다. 부산항 제 교신  통항에 련된 사항을 충돌 험도 모델

에 용하여 험도로 표 하 으며, 제사들이 선박에게 권고·지시를 하는 시 의 험도를 도출하 다. 충돌 험도 모델의 험도는 제

사가 제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 해상교통 제, 충돌 험도, VHF교신 

Abstract  : In ports of Korea, the marine traffic flow is congested due to a large number of vessels coming in and going out.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these vessels, South Korea is operating with a Vessel Traffic System, which is monitoring its waters 

24-7.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of the VTS (Vessel Traffic System) officers, marine accidents are occurring in their assigned districts 

and it is made a danger situation every 20minute. On this paper, we listened to Busan VHF channel for 3days and applied to collision 

risk model. With collision risk model, We deducted a moment which advise or recommend to vessel. We suggested a collision risk model 

as VTSO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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