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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콜로라도 대학 부설의 국립 설빙 자료 센터(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NSIDC)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여

름철 북극의 해빙 면적(Sea Ice Extent)의 지속적인 감소 추

세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NSR)를 이용한 물류 수

송 및 자원 개발과 같은 새로운 극지 산업 패러다임을 제시하

고 있어 물류선사와 조선사에게 신규 비즈니스 영역으로 작용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지역 Yamal LNG 프로젝트를 통해 생

산된 액화천연가스(LNG)는 지난 2017년 말 첫 개시 이후 오

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할 계획으로 이는 북극항로를 

이용한 아시아 해상 운송 시장의 주요 화물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북극항로는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러 위

험성들도 함께 내재되어 있어 선박의 운항 시 승조원들의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1은 선박의 북극항로 운항 시 발

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겨울철 극야(Polar Night) 현상이고 두 번째는 갑판장

비와 각종 의장품 등에 발생하는 착빙(Ice Accretion) 현상이

며, 세 번째는 선박의 운항 시 발생하는 쇄빙(Icebreaking) 현

상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눈 폭풍 또는 잦은 안개 등과 같은 

가시성 저하 현상 등이 있다.    

그림 1 북극항로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특히 2017년 1월부터 극지 운항 안전 규정(Polar Code)이 

발효되면서 신규로 건조되는 모든 선박은 극지 운항 안전 규

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극지방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극항로 운항 시 선박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항해계획(Voyage Planning)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기술보고에서는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

해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

설기술개발 사업(기간: 2014년~2018년, 총 연구비 47억원)

을 통해 개발된 KRISO Arctic safe Routing System(KARS)

의 개념과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KRISO 항해안전지원시스템 개요

2.1 시스템 개념

KARS는 북극항로 운항 시 선박의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가. 고정밀도 북극항로 빙상정보 수치예측 시스템 개발 

나. 북극항로 안전속도 예측, 평가, DB구축 및 Transit 

Model 개발

다. 북극항로 안전운항 기반 Voyage Planning 지원시스템 

개발

라. IMO Polar Code 대응 기술 개발 

먼저, “고정밀도 북극항로 빙상정보 수치예측 시스템 개발” 

에서는 북극항로 관련 위성자료 및 국외에서 생산된 빙상환경

에 대한 동적합성 및 통계처리기법을 바탕으로 중, 단기 예측

기법 개발을 통해 항해계획 시 필요한 빙상 및 해양환경정보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북극항로 안전속도 예측, 평가, DB구축 및 Transit Model 

개발”에서는 일반해역과 빙해역 구간에서 선박의 운항성능 

추정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선형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빙상환경에서 빙성능 추정이 가능한 S/W 개발과 선박의 운항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IMO Polar Operational Limits 

Assessment Risk Indexing System (POLARIS)에서 제안한 

기술보고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시스템 개발 정성엽, 강국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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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북극항로 안전운항 기반 Voyage Planning 지원시스

템 개발” 에서는 개발된 핵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선박 탑재 

및 운용을 위한 S/W와 H/W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며, 마지

막, “IMO Polar Code 대응 기술 개발” 에서는 Polar Code 상

의 북극항로 안전운항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한 선도적 대응 

및 의제문서 개발과 국내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아

래 그림 2에는 본 시스템의 개념도가 도시되어 있는데, 선박

과 육상지원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항해계획을 요청, 수립, 이

행하고 결과보고 및 항해 리포트 등을 작성하며, 이를 통해 

선박의 안전성과 운항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림 2 KRISO Arctic safe Routing System 개념도

2.2 시스템 구성 및 사양

KARS는 그림 3과 같이 6개의 세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데, 항해계획 시 선박의 주요 제원과 성능, 빙상 및 해양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해역과 빙해역 구간에서 선박의 운항성

능을 추정 및 선박의 안전 속도를 도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선박의 항로 최적화를 수행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그림 4에는 KARS의 시스템 주요 사양이 정리되어 있다. 

그림 3 KRISO Arctic safe Routing System 구성도

그림 4 KARS의 주요 사양

3. KRISO 항해안전지원시스템 기능

3.1 빙상 및 해양 환경정보 예측

항해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확한 빙상 및 해양

환경정보 제공이다. 따라서 북극항로의 항해 환경정보 생산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위성관측 기반의 빙상정보를 바탕으로 

동적합성기법을 통하여 빙 집적도(Sea Ice Concentration)를 

생산하고 국외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빙상 예측 정보를 바탕

으로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해 해빙의 두께 정보를 생산하였다

(그림 5 참조). 또한 해상 및 기상자료는 Global Forecasting 

System(GFS)과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CEP)-National Oceanic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Wave Watch III(WW3) 자료를 통해 생산하였다.  

그림 5 생산된 북극해 빙상환경 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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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박의 추진성능 평가 및 DB 구축 

항해계획 수립을 위한 선박의 운항성능 평가 시 일반해역

과 빙해역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능 추정을 위한 모델

을 개발하였다. 그림 6에는 선박의 운항 성능 추정모델의 구

성도가 도시되어 있다. 

그림 6 KARS의 선박 운항성능 추정 모델 구성도

일반해역에서 선박의 운항성능 평가 시 선박 고유의 저항

추진성능에 바람과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 장기간 운항에 따

른 노후화로 인한 Aging 영향, 선체 오손 등과 같은 추진성능 

저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그림 7 참조).  

그림 7 선박의 운항성능 계산절차

또한 빙해역에서 선박의 운항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빙상

환경은 평탄빙(Level Ice)과 유빙(Pack Ice), 빙맥(Ridge) 등

을 고려하였고 IMO Polar Code에서 구분하고 있는 Cat. A, 

B, C 조건에 대한 빙해수조 모형시험을 통해 선박의 빙성능을 

추정하였다. 또한 준 경험적 방법을 바탕으로 선박의 빙저항 

추정 S/W를 개발하여 다양한 빙상환경에서의 빙성능 DB를 

구축하였다(그림 8 참조).  

그림 8 평탄빙 조건에서 선박의 빙성능 평가 시험 모습 및 
빙성능 DB 구성 예시

빙해역 구간에서 선박 운항 속도 추정 시 주요 변수는 해빙

의 두께와 집적도, 강도 등인데, 빙해수조에서의 모형시험을 

통해 선박의 운항 가능 속도를 도출한 다음 IMO Polar Code

의 POLARIS 개념을 적용하여 해빙의 Risk Value(RV)를 바

탕으로 Risk Index Outcome(RIO) 계산을 통해 선박의 운항 

가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RV 값은 해빙에 의

한 선박의 운항 위험성을 의미하는 값으로 계절과 선박의 등

급 및 해빙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며, RIO 값은 선박이 

해당 빙해역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값으

로써 항해계획 시 해당 빙해역 구간에서 해빙의 RV 값과 집

적도를 곱하여 모두 더하게 되면 RIO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9에는 POLARIS에서 제안하는 RIO의 계산 방법이 도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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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MO POLARIS에서 제안하는 RIO 계산 방법

3.3 항로 최적화 기법 

선박의 운항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빙상환경 정보 

와 선박의 운항성능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항로 최적화 과

정이 필요하다. 특히 항로 최적화를 위해서는 설계 변수와 목

적 함수, 제약 조건 등에 관한 정의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는 항로와 속도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고 목적 함수로는 선박

의 운항 방향과 엔진의 회전수(RPM)를 설정하여 속도와 운

항경로를 동시에 최적화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제약 조건은 

IMO  POLARIS의 RIO 값을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

험 지역을 우회 또는 회피하도록 구성하였고 항로 최적화 기

법으로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그림 10 해빙 상태에 따른 항로 최적화 결과 예시

  4. 항해안전지원시스템 성능 검증

4.1 1차 빙해역 실선시험 및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쇄빙연구선 아

라온을 활용하여 2회에 걸쳐 빙해역 실선시험을 수행하였다. 

1차 실선시험은 2017년 8월 5일부터 26일까지 북극 동 시베

리아 해 부근에서 수행되었다. 1차 실선시험의 경우 주된 평

가항목은 선박의 운항성능 모델에서 추론된 선속 결과의 검증

으로 빙해역 구간 시 계측된 선속 정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림 11은 1차 실선시험이 수행된 지역과 빙상환경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1 빙해역 실선시험 모습 및 빙상환경 정보

선박의 빙성능 평가 시 해빙의 두께 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선수부 우현에 전자기 유도 장비를 설치하여 해빙의 전

도도를 계측한 후 경험식을 이용해 빙두께를 추정하는 방법과 

선박의 선측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용해 쇄빙과정 시 

깨진 빙편이 회전하는 경우 이를 캡처하여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이용해 해빙의 두께를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그

림 12 참조). 

그림 12 해빙의 두께 측정을 위한 방법

또한 해빙의 재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13과 같이 빙

판에서 시추장비를 이용해 해빙 시편을 추출한 후 깊이별 온

도와 염도, 밀도 등을 계측하고 경험식을 이용해 해빙의 굽힘

강도와 압축강도를 계산하였다. 



정성엽, 강국진

BSNAK, Vol. 56, No. 3 September 2019 39

그림 13 빙해역 현장계측을 통한 해빙의 재료특성 계측

실선시험은 북극 동시베리아 해 부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각 계측구간에 Waypoint 번호를 부여하고 이 

때 선박의 위치와 함께 계측된 빙판의 집적도와 두께 정보를 

바탕으로 총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표 1 참조). 

표 1 각 Waypoint에 대한 위도, 경도 좌표와 ice trial 
그룹 구분표

Waypoint No. Latitude Longitude 
Ice Trial 

Group No.

9 77.72 N̊ 179.98 ˚W 1

17 76.34 N̊ 178.61 E̊ 1

10 77.72 N̊ 179.99 ˚W 2

14 77.29 N̊ 179.89 E̊ 3

15 76.96 N̊ 179.97 E̊ 3

16 76.85 N̊ 179.65 E̊ 3

18 76.28 N̊ 178.35 E̊ 3

19-1 75.24 N̊ 176.31 E̊ 3

20 75.07 N̊ 174.76 E̊ 4

21 75.05 N̊ 174.42 E̊ 4

13 77.41 N̊ 179.85 E̊ 5

19-2 75.24 N̊ 176.31 E̊ 5

선박의 운항속도와 엔진출력, 프로펠러 회전수 등의 정보

는 빙상환경에서 선박의 빙성능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인

데, 1차 실선시험에서는 실선시험 때 계측된 아라온의 선속 

및 엔진출력과 추진기 회전각도, 프로펠러 회전수 등의 정보

를 선내 엔진룸에 위치한 PC에서 해당 자료를 추출하였다. 빙

해역 실선시험 시 계측된 선박의 속도 정보와 항해안전지원시

스템에서 계산된 선속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고 그림 14

에는 속도-마력 관계가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빙두

께별로 각 정점구간 이동 시 계측된 선박의 평균 선속 결과는 

빙상환경에 따른 빙성능 DB에서 계산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개발된 운항성능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표 2 1차 실선시험을 통해 계측된 선속과 빙성능 DB에서 
추론된 선속에 대한 상대오차 계산 결과

그림 14 각 그룹별 계측된 결과와 추론된 결과의 
상관관계

4.2 2차 빙해역 실선시험 및 성능 평가

2차 빙해역 실선시험은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활용해 2018

년 8월 1일～8월 24일까지 북극 척치 해와 동시베리아 해 부

근에서 총 49회(Open water, Ice 구간 포함)의 시험이 수행

되었다. 특히 2차 빙해역 실선시험에서는 1차 시험 때 선내 

항해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와 동기화가 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실선시험 시 선박의 모든 운항정보를 취

득하였다. 2차 실선시험도 1차 시험과 동일하게 북위 80도 부

근에서의 현장시험을 통해 해빙의 재료특성을 계측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빙의 굽함강도와 압축강도를 계산한 결과 평

균 해빙의 굽힘강도는 124kPa 정도였고 압축강도는 1.39MPa 

정도로써 여름철 평균 강도보다는 다소 낮은 조건에서 실선시

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빙성능 해석을 위해 그림 15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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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해역 실선시험 시 계측된 프로펠러 회전수와 마력, 선속과 

마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 이벤트로 구분한 후 이벤트별 

실선 빙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15 빙해역 실선시험 시 계측된 선박 정보 분석 예시

언급한 바와 같이 빙해역 실선시험 시 계측된 프로펠러 회

전수와 마력, 선속과 마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선 빙성능

을 추정한 결과 쇄빙연구선의 경우 유빙 구간 운항 시 동일 

동력 대비 프로펠러 회전수는 180%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고 선속의 경우 동일 선속 대비 대빙동력은 280%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16 참조). 따라서 쇄빙과정 

시 발생하는 빙저항에 의해 프로펠러 회전수와 동력 모두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빙상환경이 보다 열악한 경우

에는 bollard pull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빙해역 실선시험 시 쇄빙연구선의 추진특성 분석

2차 빙해역 실선시험 시 계측된 해빙 두께의 경우 대부분 

0.9~1.2m 정도 내외였고 빙 집적도는 68% 정도로써 이에 대

한 빙성능 DB에서 추론된 결과를 계측된 결과와 비교한 결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개발된 시스템의 우수

성을 입증하였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빙해역 실선시험 시 계측된 선속과 마력 결과와 
빙성능 DB에서 추론될 결과와의 비교

5. 결 론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발효된 극지 운항 안전 

규정(Polar Code)에 따라 모든 신규 건조 선박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극지해역에서의 

운항이 불가능하다. 특히 선박의 북극항로 운항에 있어 논의

되고 있는 주요 기술적 이슈 중 하나가 항해안전으로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기술보고에서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지난 2014년부

터 2018년까지 수행된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사

업에서 개발된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시스템” 

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였다. 

우선 북극해를 대상으로 위성관측 빙상정보 기반의 동적합

성기법을 이용해 북극영역의 빙상정보 생산 기법을 개발하고 

북극 수치모델을 이용한 해양, 기상, 빙상 단기예측자료 생산 

및 위성/모델과의 융합을 통한 일일 빙상정보 생산 시스템 구

축을 통하여 지금까지 국외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북극영역의 

빙상, 해양, 기상정보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실사용자

의 요구를 반영한 자료생산 체계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도화된 저항 추진 내항 성능 추정기술을 항해계획  

시스템에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정확한 항해계획이 가능하도

록 하였고 항로 최적화 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IMO 

POLARIS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선주와 선사에게 선박의 운항 

시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지원하는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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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핵심기술은 북극항로 운항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요소기술을 제공하는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Polar Code 상의 북극항로 안전운항 가이드

라인 제정과 관련한 기준 선도 및 대응 의제 개발을 통해 국

제 기술표준화 주도 및 북극권 국가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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