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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MO는 제 6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62)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하는 선박에 대하여 EEDI(에너지효

율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를 적용할 것을 결

의하였다. 또한 IMO는 선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존선 

대비 50~70%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석연

료가 고갈되는 위기에 따라 선박연료비의 증가로 해운선사는 

전 항차에 거쳐 운항비를 감소하기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최적

운항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1]. S중공업은 기상예보 및 내항

성능을 고려한 최적항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

은 수치계산에 의한 내항성평가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기상상

태를 고려한 최적항로 계획시스템을 결정할 때 최적항로의 운

항시간과 연료소모량을 목적함수로 하고 이를 최소로 하는 항

로를 결정한다[2]. 이는 조선소와 같이 선형에 따른 저항에 대

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선속저화와 

마력의 증가에 대한 추정법과 이를 바탕으로 최적항로를 탐색

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은 신조이후 선박의 

표면 상태가 변하여 이론적 저항과 이를 기반으로 손실마력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적항로결정문제는 Isochron 

Method, N-stage Dynamic Programming 등을 이용하는 방

법이 있다. 이중 Isochron Method를 개량하여 컴퓨터로 용이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모형화에 의한 최적항로 결

정 알고리즘이 고안되어 있기도 하다[3]. 그러나 이러한 방법

들은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해상상태와 선박의 운항여건 및 선

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선이 가지고 있는 누

적자료와 해운선사가 보유한 항로와 본선의 장기간 운항자료

를 활용하고 현재 선박이 위치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선박의 운항데이터와 해상환경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소경비로 

선박을 최적으로 운항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선 실험한 결

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전체 시스템은 크게 나누어 

선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과 최적운항을 지원

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데이터와 해운선사로부터 지원되는 

기상정보, 본선의 누적정보 등을 이용하여 최적운항지원을 위

한 시스템으로 나눈다. 

2. 선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선박상태모니터링서비스는 선박의 운항상태를 감시하고 운

항자가 선박내의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하여 경제적인 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항에 대한 기본 정보와 선박내의 정보를 시각적인 표현을 

통하여 장비에 대한 정확상태를 감시하고 선박보고 등 각종문

서처리를 자동적으로 행하여 항해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Fig. 1은 선박상태모니터링서비스의 

전체 구조이고 Fig.2는 전체 선박정보를 표출한 화면이다. 항

해사는 항해뿐만 아니라 기관 및 화물에 관한 정보와 선박의 

안전정보를 포함하여 선박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

러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선박보고 등 각종 문서처리가 행하

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선박상태모니터링 서비스

는 Fig. 1에서와 같이 선박의 항해, 기관, 화물 등 모든 상태 

정보를 통합하여 추후 고부가가치 IT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

록 기반을 구축하였다.  

Fig 1. Configuration of developed ship 
monitoring service system

항해정보표현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GPS, Speed log, 

AIS, Gyro compass, ECDIS 등의 장비로부터 신호를 처리하

고 ECDIS는 최적항로 계획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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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tail engine room information 
display of developed ship 
monitoring service system

Fig. 4는 각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이

다. 선박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뒤에 

설명할 최적운항지원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하였다. 또한 화재나 충돌과 같은 선박안전에 관한 사안은 이

미지정보를 직접 감시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함으

로 필요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미지처리를 하였다. 

Fig. 2의 좌측에 선수방향영상을 처리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줌밍과 카메라 위치제어를 위한 아이콘을 설치하였다. 아

날로그 영상장치에서 R,G,B도는 Y, R-Y, B-Y신호를 전달은 

3가지 신호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신호감쇄가 종합하여 출

력신호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재와 다를 수 있다. ITU-R 

BT.601표준은 디지털TV의 엔코딩방법에 관한 표준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 표준을 준용하였다.  

Fig 2. Display of developed ship 
monitoring service system

Fig.2에서 상부에는 항해정보, 좌측은 영상정보 및 제어아

이콘, 중앙은 기관정보, 우측은 화물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

하였다. Fig. 3은 상세기관정보 표시화면으로 메인베어링온도, 

중요냉각수 온도와 압력, 배기가스온도 등 엔진의 중요정보와 

윤활유시스템, 연료유시스템 등 중요 배관시스템의 정보와 경

보상태를 표시한 화면이다.

교환한다. Fig. 5는 선박상태모니터링시스템과 최적운항성능

지원시스템의 개념도이다.

Fig 4. DB configuration of developed 
ship monitoring service system

Fig 5. Concept of optimal maneuvering
support and monitoring system

3. 최적운항지원 서비스 시스템

3.1 퍼지추론에 의한 해상상태와 선박의 상태

본 연구에서 최적항로 결정은 네트워크모형화에 의한 최적

항로 결정법을 기반으로 일정 시간마다 퍼지 추론에 의하여 

해상상태와 선박의 상태를 추론하고 최적항로를 결정한다. 네

트워크 모형화에 의한 최적항로 결정법은 항로를 대권으로 설

정하고 동일한 상태에서 대권과의 차이 d거리 만큼 이탈하게 

되는 점에서 변침점을 정하여 항정선 항법을 사용한다. 그러

나 편의상 대부분 10도 경도마다 변침하여 대권항로를 선택한

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권 기준항로를 결정하고 10도마다 대

권항로의 수선의 양방향으로 일정거리 만큼 떨어진 i개의 점

을 정하여 후보항로를 만든다. 후보항로에서 기상과 해류등의 

정보를 획득하여 각 항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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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에 의한 해상상태 정보와 이에 따른 속도 변동정보, 연료

소비량정보를 계산하여 목적지까지의 예상속도와 시간 및 연

료소비량을 연속적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필요한 위치와 거리 

및 변침점 결정에 관한 것은 네트워크 모형화에 의한 최적항

로 결정방법을 사용한다[3][4].

   
3.1.1 대권항로의 위치와 침로결정[4]

출발침로는 

 sec      ∼  
          (1)

  단   sin


 : 초기침로,  : 출발점 위도,  : 도착점의 여위도, 

 : 항정

또 항정 D는 

  sin  sin  cos cos cos
                            (2)

로 구한다. 출발점과 도착점까지의 대권 거리 의 반은 구

면삼각형의 코사인법칙에서 유도한 공식

sin   sin     
cos cos sin    

 (3)   

      

으로 구하고 한점(위도 경도 )에서 대권의 초기침로 

방향으로 거리 g 만큼 떨어진 점 (위도 경도 )은 

  arcsin sin cos   cossin  cos        (4)
    arctan sin sin  sin  sin cos   
에 의해 구한다. 이렇게 대권상의 중간점을 구한 후   

과    방향으로  단,      만큼 이동시킨 

점 ± 를 구하면 후보항로의 중간점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대권항로에 가까운 후보항로는 Fig. 6과 같다.

Fig. 6 Candidate route for optimal 
route planning

이러한 후보항로 점에서 각각 퍼지추론에 의한 해상상태와 

선박의 상태를 고려한 선속의 추정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3.1.2 퍼지추론에 의한 해상상태와 선속의 

추정위한 용어정의

Fig. 7과 같은 루트에서 루트플랜을 위한 용어를 다음과 같

이 정의 한다. 루트의 이름과 거리는 

WayRout1 = WR1 = 1WP0 + 1WP1 ++ 1WPn  

WayRout2 = WR2 = 2WP0 + 2WP1 ++ 2WPn  

DistanceWayRoute1 = DWR1 =D1WP1++D1WP5 

DistanceWayRoute2 = DWR2 = D2WP1 ++ D2WP5  (5)

D2WP3
WR2eTR

3
WR2rTR3

1WP0
1WP1 1WP2

2WP1
1WP3

D1WP1
WR1eTR

1
WR1rTR1

D2WP2
WR2eTR

2
WR2rTR2

D1WP2
WR1eTR

2
WR1rTR2

D1WP3
WR1eTR

3
WR1rTR3D2WP1

WR2eTR
1

WR2rTR1

Fig. 7 Definition of route terms 

시간에 관한 용어로서 

eTR : estimated Time in Route

rTR : real Time in Route

TeTR : Total estimated Time in Route

TrTR : Total real Time in Route

와 같이 정의하면 각 루트에 대하여 

WR1TeTR = WR1eTR1 ++ WR1eTRn             

WR1TrTR = WR1rTR1 ++ WR1rTRn

WR2TeTR = WR2eTR1 ++ WR2eTRn

WR2TtTR = WR2rTR1 + + WR2rTRn      (6)

가 되고, 속도에 관한 용어는

 

eSS : estimated Ship Speed

rSS : real Ship Speed 

eSSWR1WP1 : WR1WP0-WR1WP1 사이의 eSS

rSSWR1WP1 : WR1WP0-WR1WP1 사이의 rSS

eSSWR1WP1 = D1WP1/WR1eTR1 : 1WP0 - 1W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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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거리 D1WP1의 추정속도로 정의 하면

AeSSWR1 :Average estimated Ship Speed =            

  (eSSWR1WP1 ++eSSWR1WPn)/n

ArSSWR1 : Average estimated Ship Speed =           

  (rSSWR1WP1 + +rSSWR1WPn)/n                  (7)

  이 된다.

소비된 연료유에 대하여 

eFOC : estimated FOC

rFOC : real FOC로 정의하면

TeFOC : Total eFOC = eFOCD1WP1++eFOCD1WP4

TrFOC : Total rFOC = rFOCD1WP1++rFOCD1WP4

AeFOC : AverageeFOC = (eFOCD1WP1++eFOCD1W    

            Pn)/n
ArFOC : Average rFOC = (rFOCD1WP1+ 

         +rFOCD1WPn)/n                         (8)

이 된다. 

또 해상상태에 대하여

rOSCWR1WPn : OwnShip의 WR1 WPn에서 Sea Condition

rOSCWR1WPn_w : OwnShip의 WR1 WPn에서 바람의 속도  

rOSCWR1WPn_d : OwnShip의 WR1 WPn에서 바람의 방향

rOSCWR1WPn_t : OwnShip의 WR1 WPn 전진방향 조류속도

eOSCWR1WPn :OwnShip의 WR1 WPn에서 추정해상상태

eOSCWR1WPn_w : OwnShip의 WR1 WPn에서 전진방향추  

  정풍속

eOSCWR1WPn_t : OwnShip의 WR1 WPn 전진방향추정조  

  류속도

rS1SCWR1WPn : Ship1의 WR1 WPn에서 해상상태(SC)

rS1SCWR1WPn_w : Ship1의 WR1 WPn에서 SC정보 풍속

rS1SCWR1WPn_d : Ship1의 WR1 WPn에서 SC정보 풍속

rS1SCWR1WPn_t : Ship1의 WR1 WPn에서 SC정보 조류속도

eS1SCWR1WPn : Ship1의 WR1 WPn에서 추정해상상태  

eS1SCWR1WPn_w : Ship1의 WR1 WPn에서 SC정보 추정  

  풍속

eS1SCWR1WPn_t :Ship1의 WR1 WPn에서 SC정보 추정조  

  류속도 

DBSCWR1WPn : Database의 WR1 WPn에서 SC(동일선박  

  이전항차 같은 위치) 

DBSCWR1WPn_w : DB의 WR1 WPn에서 SC정보 풍속 

DBSCWR1WPn_d : DB의 WR1 WPn에서 SC정보 풍향

DBSCWR1WPn_t : Ship1의 WR1 WPn에서 SC정보조류속도

Fig. 8 Configuration of DB for optimal 
maneuvering support system 

  

 
FCSCWR1WPn : WR1 WPn에서 기상도의 SC 

FCSCWR1WPn_w : 기상도의 WR1 WPn에서 SC정보 풍속 

FCSCWR1WPn_d : 기상도의 WR1 WPn에서 SC정보 풍향

FCSCWR1WPn_t : 기상도의 WR1 WPn에서 SC정보 조류속

도로 정의 한다. Fig.8은 최적운항지원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도에서 Table Ownship_rCond, 

FC_SeaCond 는 OwnShip의 실제와 기상도상의 상태이며 

Table  Ship1toX_SeaCond는 OwnShip 해역에 있는 자사선박 

1~X의 SC이다. 

3.2 해상상태 추정알고리즘

해상상태에 관한 정보는 본선(OSC, Ownship Sea 

Condition), 근접해 있는 타선박에서부터 온 해상상태(S1SC, 

S2SC ... SnSC)와 기상예보에 의한 해상상태(FCSC, 

Forecasting Sea Condition)의 정보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해

상상태의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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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는 현 위치에서 선박이 측정한 해상상태, 는 

타 선박이 현위치와 현재와 같은 유사한 시점에서의 해상상태 

또는 본선이 이전항차에서의 현재위치에서의 해상상태, 

는 해운선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부터의 

현위치의 현재시점에서의 해상상태, 는 본선이 수신한 

기상자료의 현 위치에서의 해상상태를 나타낸다.

모든 데이터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첨자 r로 시작하는 것은 

실재 데이터, 첨자 e로 시작하는 것은 예측 데이터로 구분한

다. 해상상태 를 예로 들면 는 실재 본선이 현재위

치에서 실측한 정보를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상자료 백터

이고,  는 실재 본선이 본 시스템에 의해 임의위치에서 

예측한 정보를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상자료 백터이다. 

퍼지추론은 실제 기상자료나 항해사가 결정하는 해상상태는 

해상상태인덱스로 표현됨으로 싱글톤 멤버쉽펑션으로 하였다. 

의 각 요소는 퐁향, 풍속, 조류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표기는 본선의 현 위치에서의 기상자료 는 

  














 (10)

이다. 단, 는 풍속, 는 풍향, 은 조류

의 속도,는 조류의 방향 정보를 나타낸다. 

해상상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한다고 가정하

며, 현재의 기상도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주어진 기상

도와 현 위치의 기상상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

러 데이터 중에서 어느 것의 신뢰도가 높으냐는 문제로 귀결

되므로 이 신뢰도를 현재 선박의 위치에서 본선이 실측하는 

기상도와 비교하여 신뢰도를 계속적으로 예측해 가자는 것이

다. 따라서 각 기상자료의 신뢰도 백터를 라 하고 

의 비중을 예측된 기상정보와 의 차에 의해 

를 수정해 간다. 이를 위하여서는 각 구간마다 기상정보 

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기상예측시스템은 Fig. 9와 같다

시스템은 본선의 Weather system에 의해 본선의 현재 실

측치 를 발생한다. 유사한 해역에서 본선의 이전항차 

또는 다른 선박으로 부터의 자료 를,  해운선사

가 가지고 있는 본선의 위치 및 시기와 유사한 경우의 기상자

료 를, 본선이 입수한 현재의 기상자료 를 발생

한다. 

Fig. 9 Block diagram of SC estimation

각 종의 기상자료의 초기 신뢰도 와 명확한 기상

자료에 의한 태풍 등의 경로를 입수한 때 등의 급작한 신뢰도 

변경을 위한 수동입력 를 적합한 때에 임의로 입력

할 수 있다. 

만약 예측한 기상벡터 가 실측한 기상벡터 의 

차 에 따라, 신뢰도 벡터  를 수정한다. 예를 들어

 

   














   














   




 

 









  















 

이었다고 하자. 이 경우 본선에서 실측한 기상정보의 예측치

와 실측치의 차는 -0.2 이므로 예측치 3.2의 상대오차 

0.2/3.2 이므로 0.9375의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같은 방

법으로 각각은 0.8, 0.6977, 0.6363의 신뢰도가 있게 된다. 이 

때 다음 는 를 0.8의 신뢰, 를 0.6977, 

를 0.6363 만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다음 구간

에서 의 요소 가 3.3, 가 4.0, 가 3.5

라 한다면 각 요소의 정보를 0.8, 0.6977, 0.6363 만큼 신뢰

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각 요소의 신뢰도를 전체신뢰

도의 합으로 나누어 정규화하고 각 요소의 정보에 각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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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곱하여 합하면 각 요소를 각 신뢰도만큼 산정한 값

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연산 항로구간에서 본선추정해

상상태 벡터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실측한 와 예측치 의 오차 벡터 를 구함

나) 오차의 예측치에 대한 비, 신뢰도를 계산

다) 각 신뢰도의 합을 구함. 0.8+0.6977+0.6363 = 2.134

라) 각 신뢰도를 신뢰도의 합으로 정규화한다. 

    0.8/2.134, 0.6977/2.134, 0.6363/2.134

마) 정규화된 신뢰도를 각 요소의 예상정보에 곱한 값을 합  

      하여 를 구한다.

      


 







 

바) 따라서   














,    














가  

      된다. 

사) 는 다음 연산 항로구간에서 예측해상상태가 되고  

      본선의 실측 해상상태 에 의해 추정오차벡터    

       를 구하기 위하여 가)의 단계를 반복한다.

는 속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고 속도추정시스템에 

의해 예상도착시간(ETA)와 예상연료소비량( estimated Feul 

Oil Consumption)이 계산된다. 의 각요소는 각각 풍향, 

풍속, 조류 정보가 있으며 본선의 기상정보는 

  














이다. 

( 는 본선의 추정기상정보 와 본선의 실측기

상정보 가 있다.)

또한 각 후보항로의 구간마다 예상 해상상태는 유사지역이

므로 현재 항로의 해상상태를 추론할 때 사용된 을 사용

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3.3 선속과 연료소비량 추정알고리즘

선박의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해상상태(풍향과 

풍속 및 조류방향과 조류속도)이다. 동일한 해상상태이라도 

선박의 드래프트와 트림에 따라 선속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며, 특히 선저의 해조류에 의한 오염정도에 따라 해상상

태가 선속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건조 당시의 수치적계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당한 오차

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들

의 파라미터가 본선 선속에 미치는 영향벡터 을 연속적

으로 추정하고 예측선속벡터 와 실측선속벡터 에 

의한 오차벡터 에 따라 해상상태가 선속에 미치는 영향벡

터 를 연속적으로 수정한다. Fig. 10은 선속추정과 연료

소비추정 시스템이다.

Fig. 10  Block diagram of fuel oil consumption 
and ship speed estimating system

연료소비량은 통상적으로 본선의 경우 주기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하지 않고 연료를 제한하는 개념으로 운용한다. 즉 

F.O. Rack 위치를 설정해 놓고 운항함으로, 해상상태나 주기

관 상태에 따라 회전수가 변경된다. F.O. Rack가 설정되어 있

는 경우 연료소비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본선의 선속벡터 

는 다음과 같다.   







 , 단 는 본선의 

속도, 는 본선의 연료 소비량이다. 는 실제 선박

의 실시간 선속 및 연료소비량 계측시스템으로부터 계측되는 

값 와 최적항로 결정시스템에 의해 예측되는 벡터 

로 나눈다. 선박의 선속에 관계되는 변수는 해상상태 벡

터의 요소인 풍향, 풍속, 조류속도와 조류방향이다. 선속예측

시스템에서는 해상상태예측시스템으로부터 구해진 예측해상

상태벡터 의 본선벡터 의 풍속와 조

류속도를 풍향 과 조류방향 로

부터 본선 진행방향으로 환산한 와 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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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선박의 draft의 영향변수  , Trim의 영향변수

 , 선저오염도 변수 가 있다. 그러나 는 풍

속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는 해상상태에 따라 속도변화

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으로 고려하지 않고 해상상태 변화에 

따라 선속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풍속과 조류속도, 선박의 

draft 및 선저오염도만 고려하여 선속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

벡터 는 

  














로한다. 

  


   
  




이다.

여기서 는 풍속이 선속에 미치는 영향,

는 조류속이 선속에 미치는 영향,

는 드래프트가 선속에 미치는 영향,

는 선저오염도가 선속에 미치는 영향 이고

는 풍속이 연료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는조류가 연료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는 드래프트가 연료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는 선저오염도가 연료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런데 가 선체저항에 미치는 영향은 풍압을 받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므로 풍속이 선체저항에 미치

는 영향과 함수관계가 있다. 또한 는 물과 선체의 마

찰에 의한 선체저항이므로 조류가 선속에 미치는 영향인 

와 함수관계가 있다. 연료소비량은 선체저항이 증가함

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는 와 함수관계

가 있고 는 와 함수관계가 있다. 

한 연산구역에서 계산한 는 다음구간에서 실측한 

에 의해 검증되어진다. 와 의 차 가 0

이 되도록 를 조정한다. 조정하는 방법은  각 요소

의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만큼 변화시켜서 오차 

가 일정 오차범위로 수렴하도록 한다. 가 정해지면 각 

후보항로구간에서 를 사용하여 선속과 연료소비량을 계

산한다. 이 연산을 전 경로를 거쳐 수행함으로서 각 후보항로

마다 ETA와 예산 연료소비량을 계산한다. 의 초기값은 

선박건조시 설계 파라미터와 선박시운전시의 파라미터를 사

용한다. 선저오염도에 따른 선체저항증가는 선박의 도킹시 마

다 리셋하고 항로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4. 최적운항지원 서비스 

시스템 실선실험

앞장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운항성능시스템

을 FIg.11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11  Block diagram of route 
optimization process

최적운항성능지원시스템은 항해계획을 수립하여 최적경로

에 대한 요청을 최적운항성능판단시스템에 전달하고 최적운

항경로를 항해기록과 항로상의 해상상태를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운항경로를 산출한다. 산출된 경로는 최적운항성능지

원시스템으로 전달되고 최적화된 경로에 리스트가 나타나면 

운항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12는 최적운항경로를 표시한 화면이다. 산출된 경로를 

해도와 상세경로리스트로 표시한다. 운항경로상의 추정 기상

정보를 심볼로 표시한다. Fig. 13은 기상처리구성도이며 Fig. 

14는 기상정보처리 화면이다. 기상정보처리화면은 해도와 리

스트형태로 표시하고 상세정보를 리스트로 볼수 있게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선실험을 행

하였다. Table 1은 실선실험 정보를 보여 준다. 실험번호 1과 

2는 2011년 4월 25~28일까지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을 이용

하여 부산 평택간을 운항하였으며, 실험번호 3과 4는 2011년 

12월 7일 팬스타드림호를 이용하여 부산 오사카간을 , 실험번

호 5와 6은 2012년 2월 17~18일 TIAN REN호를 이용하여 인

천 천진간 항해시험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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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splay of optimal route

실험 

번호

항해

구간

거리

(NM)

항해시

간(Hr)

예정

선속

1 부산 -평택 392 22.0 17.8

2 평택 -부산 421 24.0 17.5

3 부산- 오사카 370 24.0 17.8

4 오사카-부산 370 24.0 17.5

5 인천 -천진 285 25.0 16.0

6 천진 -인천 285 25.0 16.0

Table 1 List of real onboard test 

실선실험에서 최적운항지원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필요한 가상

정보를 발생하도록 하였다. Fig. 15는 실선실험을 위하여 구축

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Fig. 13  Block diagram of  
sea state estimation process

Fig. 14 Display of estimated sea state

Fig. 15 System configuration for real onboard test

GPS를 통하여 실재 선박의 선위를 입력하고 시뮬레이터에

서 최적운항지원서비스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생한

다. 발생한 정보는 신호출력시뮬레이터장비를 통하여 실제 최

적운항지원시스템이 선박에 설치되었을 때 입력되는 전기적 

신호와 동일한 신호로 변환하여 최적운항지원서비스 시스템

에 연결함으로서 최적운항지원서비스 시스템의 신호입출력 

장치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6은 항해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경로 네트워크가 

작성된 화면의 예이다. Fig. 17은 인천 천진항 운항계획을 수

립하기 위하여 최적화를 요청한 화면이고  Fig. 18은 최적운

항계획이 수립된 후의 화면이다. 화면에서 굵은 점선은 초기

운항계획이고 얇은 실선은 최적화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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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ample possible route to 
calculate optimal route

Fig. 17 Display of optimal route progress between 
Incheon and Chunjin port

Fig. 18 Display after caculating optimal route 
between Incheon and Chunjin port.(Dot is planned 

route, line is optimized route)

5. 결 론

연료유가 운항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IMO 

MEPC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의 억제와 에너지효

율화를 위한 선박설계(EEDI)와 효율적인 경제운항(EEOI)에 관

한 규제가 가시화됨으로 해운사에서는 그린 선박과 경제적인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박의 전체

적인 에너지효율화를 위하여서는 본선이 가지고 있는 누적 항

해정보와 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전문기관에서 지원 받

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현 위치에서의 정보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평가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최적운항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또한 선박의 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

상상태와 선체 표면 오손정도이므로 이론적인 계산보다는 현

실적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으로 퍼지추

론에 의해 해상상태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선속, 연료소비율, 

ETA 등을 연속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상용화

를 위하여 수차례의 실선실험을 거쳐 시스템을 수정하면서 효

용성 검증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대양항해 실험의 어려움으

로 주로 연안항해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나 연안항해를 통한 

시스템의 수정과 안정화를 꾀한 후에 대양항해 시험을 통하여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능형 디지

털 선박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의  세부과제인“디지털 선

박의 종합 운항지원 플랫폼 개발”과제의 연구 계획 및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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