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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북극항로 운항을 위해 해양 환경 - 특히, 빙상정보 – 을 

고려한 항로 설계에 대한 개념 모델이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 지원시스템 개념설계"1 논문에서 제시되었으며, 기본 

개념은 Fig. 1과 같다. Araon과 육상 항해 지원 서버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위성통신을 고려하며, KIOST의 

기상정보서버를 통해 확보된 빙상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북극항로를 계산하여 전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된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지원시스템의 설계를 각 모듈별  프로토 타입으로 구현하여, 

해당 기능을 검증하였다. 향후 구현된 프로그램은 실선(Araon)에 

탑재되어 인천을 출발하여 북극으로 항해 중에 그 기능을 

검증할 계획이며, 실선 테스트에서 발생한 오차 및 

파라미터를 반영하여 성능 최적화를 실행할 예정이다.

Fig. 1 Conceptual architecture of voyage planning 
system for Araon

2. 본 론

북국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시스템은 3개의 모듈로 

Fig. 2와 같이 연계되어 있다.

Fig. 2 System sequence diagram

2.1 Onboard S/W (Araon 탑재 S/W)

  Onboard S/W의 경우 앞선 논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오프 소스 ECDIS인 OpenCPN 을 수정하여 기능을 
확장하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출발, 경유 및 도착 지점의 좌표 
값 입력과 도착 예정 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Fig. 3 Input GUI based on OpenCPN

입력 받은 값은 UDP 프로토콜 기반으로 위성통신을 

통해서 항해 지원 서버(KRISO)로 전달된다. 지형 및 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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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표시하기위한 북극지역의 해도로는 OpenCPN의 

플로그인으로 제공하는 chart download plugin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전자해도 정보를 다운로드하였다.

Fig. 4 ENC Chart near North Pole

Onboard S/W는 최적 항로 계산을 위해 항해 지원 서버에 

정보를 전달한 후, 그 결과값으로 전달받게 된다. 결과값에는 

최적 항로에 대한 경로 정보 값과 기상(빙상)정보가 포함된 

GRIB 파일을 포함한다. 빙상 정보는 이전 논문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Color Code 인코딩 되어 Onboard S/W인 

OpenCPN에 표시된다. Fig 5는 테스트 값을 적용하여 

OpencCPN에 최적 항로 정보와 기상(빙상)정보를 Color 

Code기반으로 표시한 예시이다.

Fig. 5 Route and Ice information display on the 
OpenCPN

2.2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지원 서버 (KRISO)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지원 서버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1) Transit model load
Transit model은 북극항로 항해 선박의 특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저장한다. 북극 항해 선박의 최적 경로와 최적 출력 

값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며, 해당 

데이터와 빙상 정보, 도착 예정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적 

항로를 계산한다(KAIST). Transit model 기반으로 최적 

출력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아래와 같다.2

Transit model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는 Fig.  6과 같다.

Fig. 6 Data sturcture for Trans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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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 Y 좌표 변환
Onboard S/W로부터 입력 받은 위도/경도 좌표 값은 

아래의 공식으로 X, Y 좌표 값으로 변환한다.

(3) 기상(빙상)정보 요청 및 획득

기상(빙상)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항해지원 서버는 기상정보 
서버(KIOST)에 해당 지역의 기상 정보를 요청한다. 요청 시 
위·경도 좌표와 도착시간을 고려한 시간정보를 기상정보 
서버에 전송하게 된다. KIOST의 기상정보 서버는 해당 요청 
정보를 바탕으로 기상(빙상) 정보를 NETCDF형태로 전송한다.

(4) GRIB 파일 생성

기상정보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Onboard 
S/W(Araon)에 전송하기 위해 해당 파일을 분석하여 GRIB 
파일로 변환한다. GRIB 파일에는 기상정보뿐만 아니라 
빙상정보를 포함하여, Onboard S/W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Color code로 변환하여 빙상에 대한 정보를 Fig.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g. 7 GRIB file format

(5) 최적 경로 계산 (KAIST)

최적 경로의 계산은 KAIST에서 개발된 최적 경로 계산 

모듈을 사용하며, 그 인터페이스는 Fig. 8과 같다.

Fig. 8 Interface between navigational support 
server and optimal routing calculation module

최적 경로 계산의 경우 주어진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가장 

최적의 해가 나올 때까지 반복계산하며, 최종 계산된 경로 

값과 출력 값을 전달한다.

2.3 기상정보 서버(KIOST)

기상정보 서버는 KIOST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시간 단위로 기상(빙상)정보를 수집하여 NETCDF형태로 

저장한다. Fig. 9는 NETCDF로 저장된 기상(빙상)정보의 

저장구조이다.

Fig. 9 Structure of saved NETCDF files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전 개념 설계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구현하여 테스트하였다. 기존 저장된 데이트를 바탕으로 

지정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추후, 실선에 

탑재하여 기능 및 성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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