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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실해역 실선계측 시험

1. 개 요
빙해역실선계측시험연구팀(지식경제부지원“빙

해선박의극지항로안전운항기술및극저온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빙해역에서
실선계측을수행하기위한시험연구팀)은 2010년 7

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북위 73도부터 78도 사
이의 북극해 Chukchi해와 Beaufort해 일대에서 쇄
빙연구선(Araon)에대한실해역쇄빙능력시험(Ice Field

Test)을 4번수행하 으며, 빙해역현장실선계측시
험 결과를 정리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 다. 

Fig. 1은 8월 6일의 북극해 주변 해빙의 분포를
보여주는그림으로서파란색표식은실선계측을수

행한 위치와 Araon호가 이동한 경로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Fig. 1에 나타난 해빙의 분포를 살
펴보면 7월 20일 1차시험을했던위도 73°N 지역
의해빙은 8월 6일경에는 40~60% 정도해빙이분
포되어 있고, 2차 및 3차 시험을 했던 77°N 지역
은 70~80% 해빙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으며, 마지막시험을한지역은 90~100% 해빙이분
포한 해역임을 알 수 있다.

1차실선계측시험은동원된장비의작동여부 점
검(augering, coring, sampling, recording 등) 및 참
여구성원의역할분담, 본선과의협조, 시험절차의
점검, 빙판 위에서의 작업에 따른 안전수칙 등 빙
해역실선계측에필요한전반적인시스템을검토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실선계측시험 전체 시스템의 유
기적인관계를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으
며, 북극해Chukchi해의73°02.6703N, 168°26.1942W

지점(Fig.1 1st 참조)에서 130m×100m×1.1m (길이
×폭×평균 두께) 크기의 빙판을 대상으로 주행거
리 100m 를 표시하여 7월 20일 22:30시(이하 알래
스카 앵커리지 현지 시각)에 수행하 다.

2차 북극해 실선계측 시험은 77°01.3862N, 159°
56.4814W 위치에서(Fig. 1 2nd 참조) 200m×80m

×2.2m (길이×폭×평균두께) 크기의빙판을대상
으로 주행거리 160m에 대하여 8월 3일 22:30시에
수행하 다. 이 시험에서는 주행거리가 본선 길이
의 1.5배 정도인데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서 선박의
주행 course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되었다. 부유하는 빙판에 표시된 주행 cour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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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ice field tests



우현 20m 부근의있었던얕은빙맥(ice ridge)을넘
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선계측이 수행되었다.

3차 북극해 실선계측 시험은 77°02.7006N, 159°
49.7612W 위치로 2차시험위치에서그리멀지않
은 곳인데(Fig. 1 3rd 참조), 280m×100m×1.88m

(길이×폭×평균두께) 크기의빙판을대상으로, 이
번에계측시험을 한 빙판중 가장 긴 210m 구간을
표시하여 8월 4일 23:00시에 실시하 다. 이 시험
에서는 Araon호선장의적절한노력으로예상된주
행 course를 운항할 수 있었는데 시험 중 여러 번
추진기(POD)의 각도를 돌려서 가능하 다.

4차 북극해 실선계측 시험은 북쪽으로 위도 1°
거리를 이동하여 78°N 근처인 77°59.0562N, 159°
38.4158W에서 (Fig. 1 4th 참조) 300m×110m×2.46m

(길이×폭×평균 두께) 크기의 빙판을 대상으로 주
행거리 200m 를표시하여 8월 5일 22:00시에실시
하 다. 이 시험은 빙판의 두께와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커서 선박의 조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
며빙판위에표시된예상항주 course에서약간벗
어난 우현 40m 지점을 주행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계측시험을 수행하는 표준절차
에 따라 시험장소의 선정, 이동 방법, 얼음의 두께,

강도 계측 방법을 소개하고, 속도 실선계측시험을
할 때 계측되는 항목과 방법, 데이터 취득 방법 등
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하 고, 계측된 실선계측
시험결과를바탕으로시험결과를종합적으로분석
하 다.

2. 시운전 구간설정 및 해빙특성 계측
2010년 북극해 일원은 7월 중순의 시점에서 여

름에 접어들어 예년의 경우라면 얼음의 분포가 북
위 75도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2010년 북극해 일원의 실제 해역은 북위
73°.37에서도 98%이상의 heavy pack ice와 rubble

ice가 분포되어 있으며 Multi year ice도 보이는 상

황으로 예년보다 얼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Fig. 2 참조). 

출항 전에 설정한 초기 정점으로 도달하기가 쉽
지않을것으로판단되어시운전에적합한 level ice

를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현재의
빙상 조건을 극복하고 예상된 지점으로 가는 것은
선박의안전관점에서선장의우려가커서, Fig. 3의
사진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얼음이분포되어있
는북위 73도근방에서적당한크기의얼음을선정
하여첫번째시운전을시행하고, 항로를북쪽이아
닌 북동쪽으로 변경하 다.

극지연구소의 일정에 따라 새로 정해진 위치(정
점, Station)인 75°N, 160°W에서 75°N, 156°W으
로 이동하면서(Fig. 1 참조) 14개의 station에 대한
CTD, net, core 등 연구 작업을 수행하 다. 위도
75°N에서 76°N으로위도 1°를북쪽으로이동하
으나 적당한 대상 얼음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
는 해빙이 녹기 시작했고, 녹은 얼음이 해류를 따
라 이동하면서 해빙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고,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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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a ice distribution near Arctic Sea



지고부딪혀, 빙판의크기가작아졌기때문이다. 따
라서 76°N의 같은 위도에서 서쪽으로 156°W에서
160°W로 이동하면서 대상 얼음을 찾으려 했으나,

이 구간에서도 마땅한 빙판을 찾지 못하 다.

8월 1일 시점에서 위성사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
할때북위 76도근방의해빙이 7월중순보다많이
녹아서시운전을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하
다. 따라서 위성사진으로 판독한 해빙 분포의 결과
에 따라 북위 77°도 근처의 해빙 분포가 집도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어 북위 77도로 이동하 다.

Fig. 4의 사진과 같은 얼음 분포를 보이는 북위 77

도 부근 해역에서 200m 정도의 적당한 얼음을 찾
아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운전을 실시하 다.

북위 77°근해에서 두 번의 실선 시험을 수행하
지만 300m 이상의 얼음을 더 이상 발견하기 어

려웠고, 위성사진의판독결과얼음의분포가더많
은 북위 78도로 이동하여 마지막 시운전을 하 다.

Fig. 5는 북위 78도 근방에 분포 되어 있는 얼음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실선계측 시험의 경우 level ice가 없는 해
빙 상황에서 300m 정도의 얼음을 시험 대상 얼음
으로판단한근거는얼음의중량이본선의 3배정도
는 되고 주변이 ice ridge나 hummock으로 구속되
어 있어야 얼음의 움직임 없이 시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하 기때문이다. 그러므로실선계측시
험구간은얼음의형상과주변의구속조건등을고
려하여 시운전 course를 결정하 다.

실해역 계측시험을 위해 선정된 빙판 위에서 실
선 주행 course를 결정하는데 이때 얼음의 전체적
인 형상과 주변의 구속조건 등을 면 하게 고려하
여 실선계측을 위한 주행 course를 결정하게 된다.

넓은 범위에 걸친 평탄빙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빙판이 선박에 의해 깨어진 후에도 현장에
서가능한벗어나지않도록가능한빙판의폭과길
이가 큰 것을 찾도록 하 다.

Course를 결정한 후에는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해 두어 Augering과 coring을 하도록 준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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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 ice condition near 73°N in the Arctic
Sea, July 20, 2010

Fig. 5 Sea ice condition near 78°N, August 5, 2010

Fig. 4 Sea ice condition near 77°N, August 3, 2010



본 시운전에서는 10m 혹은 20m 간격을 사용하
고, Fig. 6은 시작 point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표시가끝난 후에는멀리서도인식이가능하
도록 화살표나 삼각형 등으로 방향을 표시해 주면
시운전시 편리하게 식별할 수 있다.

쇄빙선에서 빙판으로 하선하는 경우 하선인원은
life jacket과 호신용 Fume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도구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필기구와 종이는 물에 보호가 되는 것을 지참하여
장갑을벗지않고필기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좋
다. Fig. 7은 Polar bear를만났을때사용하는호신
용 연막탄을 시험 가동하는 모습이다.

해빙의강도와온도, 무게, 염도등을계측하기위

해서는시편을채취해야한다. 이과정을 coring 이
라고하는데 Fig. 8은 coring 작업을하는과정을보
여 주고 있다. Coring 장비는 얼음이 하부로 빠지
는 것을 방지하고 잡아주는 방식으로 Fig. 9와 같
이 고안되어 있다.

Fig. 10은 얼음시편 내부의 온도를 계측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온도는 프로브형 일반 온도계
를 사용하여 계측한다. 얼음시편 내부의 온도를 계
측하려면먼저시편에소형드릴로일정깊이구멍
을 내고 그곳에 온도계의 프로브를 넣고 3~4초 정
도 기다리며 온도를 계측한다. 기온이 높으면 얼음
시편이녹아물이흐르게되므로가능한빨리온도
를계측해야되며온도계의프로브끝단이대기중
에노출되지않도록하는것이정확한온도계측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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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uger를 위한 Marking

Fig. 7 연막용 Fume 장비 test 장면

Fig. 8 Coring을 하는 장면

Fig. 9 Core의 드릴비트 하단 모습



압축강도 계측을 위해서는 온도, 염도를 위한 시
편과별도의얼음시편이필요하다. 압축강도시험기
에 사용되는 표준시편 길이로 만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시편절단기를 사용한다. 이 시편은 중량을
측정한후압축강도계측기에걸어압축강도를측정
한다. Fig. 11은시편을일정한크기로절단하는장
치이다.

해빙의두께를측정하는방법은 ice auger 장비를
이용해 drilling 작업을 수행한 후 ice thickness

gauge를 이용해 빙두께를 측정한다(Fig. 12 참조).

이와 함께 해빙의 두께를 계측하는 또 다른 방
법은 EM-31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Fig. 13은 EM

31을 이용하여 두께를 계측하는 모습이다. 이 방법
은 Drill을이용하여구멍을뚫는방법보다훨씬손

쉽고 간편하다. 해빙의 두께 측정에 사용된 장비인
EM-31 MK2 는캐나다 Geonics Ltd., 사의제품으
로 초기 지질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전자기
장비의일종인데, EM-31 MK2의원리는 transmitter

coil에서 9.8kHz의 electromagnetic field를발생시키
는데 일반적으로 field의 상태가 서로 상이한 경우
형성되는 conductivity(mS/m) 값을 통해서 해빙의
두께를 추정할 수 있다. 

3. 실해역 실선 계측

3.1 1차 실선계측 시험

1차실선계측시험은 2010년 7월 20일 18:00시부
터 24:00시경(알래스카 현지 시간)까지 Chukchi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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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얼음시편 내부의 온도 계측

Fig. 11 일정길이 빙시편 절단기

Fig. 12 Ice gauge를 이용해 빙판의 두께를 계측하는
장면

Fig. 13 EM 31을 이용한 두께 계측



동쪽 73°02N, 168°26W 에서 수행되었다. 이 해역
은 95% 정도의 pack ice와 rubble ice가 분포되어
있는지역이었고, 130m×100m×1.1m (길이×폭×
평균 두께) 빙판을 대상으로 실선계측시험이 수행
되었다. 빙판위에서의계측작업은먼저주행 course

100m 구간을 marker를 이용하여 직선으로 연결하
으며, 전체를 20m 단위로 하여 5개로 나누었다.

각 지점마다 얼음의 두께, freeboard height, snow

thickness를계측하 다. 한편주행 course의시작점
과끝점 2개소에서총 5개의얼음시편코어를채취
하 으며 이로부터 온도, 중량을 계측하고 채취된
시편을 본선으로 가지고 가서 압축강도와 염도를
측정하고일부시편은결정구조의편광사진도촬
하 다.

시편 채취 후 모든 장비와 인력은 승선하 고
이어서 본선에서 실선계측시험을 위해 선박의
heading(진입방향)을 빙판 위에 marking된 주행
course와 일치시켜서 쇄빙시험에서 선속(speed)

을 측정하는 속도-실선계측시험을 준비하 다. 1

차 시험에서 사용된 빙판의 사진이 Fig. 14에 나
타나있다. 사진에붉은색의표시부분을볼수있
는데이표시를따라속도-실선계측시험을 수행하
다.

3.2 2차 실선계측 시험

2차실선계측시험은 2010년 8월 03일 13:00시부
터 77°N, 160W지역에서 실시하 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ice search도 시정이 나빠 실패한 상태에서
본선 주변에서 그중 나은 상태의 빙판인 200m×
80m×2.2m (길이×폭×평균두께)의 2년생빙을대
상으로 2차 시험을 수행하 다. 주변의 얼음과 느
슨하게 연결된 이 빙판에서 freeboard 28cm, snow

thickness 9.3cm 로 계측되었다. Fig. 15는 2차 실
선계측시험이 수행된 대상 빙판이 놓인 주변 해역
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빙판은 폭이 80m 정도로 사
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 방향 앞뒤로 open sea

가 있어서 빙판이 약간 릴 수 있으나 왼쪽에 길
이방향으로 hummock이줄지어있어서얼음이쉽
게깨져이동하지않도록구속하는역할을할것으
로 기대되었다. 

2차시험에이용된빙판은선박을이용해서접근
이어려울뿐만아니라선박이접근할경우빙판이
깨어지는등손상이우려되어헬리콥터를이용하여
현장으로 장비를 이동하 다. 안개로 시정도 좋지
않았고 저온이어서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선
계측시험은 Fig. 15의 사진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
으로 진행되었는데, 선박이 빙판에 진입할 때 사진
왼쪽의 hummock을 기준으로 폭이 좁은 hummock

의 오른쪽으로(선박 진행방향 기준) 진입한 후
hummock을 넘지 못하다가 중간 이후에 hummock

을 넘어서 기획된 course를 주행하 다. 처음에 선
박이 빙판에 충돌한 후에 방향이 틀어져 hummock

의왼쪽으로진입하면서정해진 course로주행이어
려운 상황이었다.

빙판위에서의계측작업은먼저주행 course 160m

구간을 marker를 이용하여 직선으로 연결하 으며,

전체를 10m 단위로 하여 16개로 나누었다. 각 지
점마다 ice thickness, freeboard height, snow thickness

를 계측하 다. 한편 주행 course의 시작점과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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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ce polygon for 1st field test(Ice field test
and research team, 2010)



끝점 3개소에서 총 8개의 얼음 코어를 채취하 으
며 이로부터 온도, 중량을 계측하고 채취된 시편을
본선으로가지고가서압축강도와염도를측정하고
일부 시편은 결정구조의 편광사진도 촬 하 다.

3.3 3차 실선계측 시험

3차 실선계측시험은 2010년 8월 04일 15:00시부
터 2차시험과동일한지역(77°N, 160W)에서실시
하 다. 역시 헬리콥터를 이용한 ice search도 시정
이나빠실패하 고본선주변에서 280m×100m×
1.88m (길이×폭×평균 얼음 두께)의 빙판을 대상
으로 수행하 다. 주변의 얼음과 느슨하게 연결된

2년생 얼음인 이 빙판에서 freeboard 25cm, snow

thickness 7.5cm 로 계측되었다. Fig. 16은 3차 실
선계측시험이 수행된 대상 빙판이 놓인 주변 해역
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빙판은280m의커다란형상이지만주행course

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능하면 평탄한 구간
을 시험하기 위하여 Fig. 16의 앞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뒷부분의 역만을 활용하 다. 빙판 위에
서 계측한 거리는 210m 이고 매 10m 간격으로
augering과두께를계측하 다. 한편주행 course의
시작점과 중간, 끝점 3개소에서 총 9개의 얼음 코
어를 채취하 으며 이로부터 온도, 중량을 계측하
고 채취된 시편을 본선으로 가지고 가서 압축강도
와 염도를 측정하고 일부 시편은 결정구조의 편광
사진도 촬 하 다. 또한 주행 구간 후방의
hummock 주변 얼음 두께가 5m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편을 채취하 다. 이 부분의 빙편은 상
중하의강도가모두다르고하부에서더단단한형
태를 가지고 있었다.

3차시험에서는선박을빙판에직접접안하여계
단식 사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빙판에 접근성은 아
주좋았고날씨도좋아작업에큰어려움은없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시편을 채취하 다. 작
업시간이 오래 걸려 오후 시간과 저녁시간에 나누
어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백야로 늦은 저녁시간의
작업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빙판 위에는 해빙
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팀도 올라와 자신들의 연구
를 수행하 다.

3.4 4차 실선계측 시험

4차실선계측시험은 2010년 8월 05일 16:00시부
터 77°59N, 159°38W 지역에서 실시하 다. 날씨
가 좋아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ice search를 수행하
고 대상 빙판으로 300m×110m 규모의 한쪽이

다른얼음층과연결된2년생빙판을선정하 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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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Ice polygon for 2nd field test(Ice field test
and research team, 2010)

Fig. 16 Ice polygon for 3rd field test(Ice field test
and research team, 2010)



17은 4차실선계측시험이수행된대상빙판이놓인
주변해역을보여주고있다. 사진에서보는바와같
이지금까지시험을한빙판중가장큰것으로puddle

도크기가작고, 빙두께도가장두꺼운얼음이었다.

빙판 위에서 계측한 거리는 200m로 매 20m 간격
으로 augering과 두께를 계측하 다. 한편 주행
course의 시작점과 중간, 끝점 3개소에서 총 6개의
얼음 코어를 채취하 으며 이로부터 온도, 중량 및
압축강도와 염도를 측정하 다. 

4차 시험에 사용된 빙판은 길이가 300m로 상당
히크지만시작하는지점은빙판끝단에서 70m 정
도 후방에 두었다. 초기 탄력을 충분히 상쇄시켜
steady-state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예상대로속도는 2.3knots로줄었지만예정
된 course로 steady-state를만들지는못하 다. 빙판
끝단의 불균일한 두께로 인해 course를 유지 못하
고예정된 course에서약간벗어났다. 그리고 steady-

state보다는 course keeping을 위해 추진기를 많이
사용하여 rolling와 moment가 좀 있어서 전반적인
쇄빙시험에 향을 미쳤다.

4. 종합 평가
본북극해실선계측시험에서수행된 4번의실선

계측시험결과를정리하면아래 Table 1과같다. 우
선 실선계측 시험의 경우 북극해의 여름철에 수행
되어 충분한 규모의 평탄빙 구간과 강도를 확보하
지 못하 으므로 지난 남극 시운전 결과에서 수행
된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
라서이번에북극해에서수행된실선계측시험결과
만을 비교하여 보면 Fig. 18과 같다.

Fig. 18을 보면 실선계측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
된 1차 시험과 course를 벗어낫지만 course를 마지
막까지따라간 4차시험은두께와속도에서확실한
경향을보여주고있다. 이두결과는 power도 6MW

로 같아서 좋은 비교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
대로 course를 잡지 못한 2차 시험의 경우는 계측
된얼음의두께보다확실히얇은지역을통과한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차 시험보다 두꺼운 얼음
에서도 높은 속도가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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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Ice polygon for 4th field test(Ice field test
and research team, 2010)

Fig. 18 Ice thickness vs speed at 6MW power

Fig. 19 Ice thickness vs speed at 5MW and 6MW



30 ●●● 대한조선학회지

기 술 보 고

Fig. 19는 엔진마력을 5MW 및 6MW를 사용한
경우의 결과이다. Fig. 19의 붉은색 사각형은 3차
실선계측시험의 결과이다. 3차 실선계측시험은 가
장 잘 수행된 실선계측시험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
터이다. 하지만 1.9m 두께, 5MW 출력에서의 속도
와 1.1m 두께, 6MW 출력에서의 속도가 유사하게
계측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친
실선계측 시험의 경우 북극해의 계절적인 향을
고려해볼때전반적인해빙의강도는선박의설계
시적용된설계강도보다현저히작은값때문에실
해역에서 계측된 실선 쇄빙속도가 계획속도
3knots(10MW)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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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four sea ice te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