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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경제운항이란 도와 바람과 같은 해양 기상정보 측을 바탕으로 선박의 운항방법에 따른 연료

소모량과 운항시간을 상해보고, 가장 경제 인 운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용화할 

수 있는 범용의 경제운항시스템 개발에 을 두었다. 기존의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임의의 정해진 경

로를 상으로 실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여 임의의 출발 과 도착 이 주어지면 A*알고리

즘을 통해서 지리상 최단경로를 찾아내도록 하여 시스템을 자동화하 으며 용범 를 세계 역으로 

확  하 다. 그리고 기존의 엔진출력을 고정하거나 속력을 일정하게 운항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서 

엔진출력을 탐색하여 보다 효율 인 운항 솔루션을 찾아내도록 하 다. 그리고 사용측면에서는 운항사

들에게 보다 효용성 높은 시스템이 되기 해서, 일방 인 권고보다는 연료소모량과 운항시간 별로 다

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여 운항사의 단을 존 함과 동시에 운항보조시스템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 다.

1. 서 론

선박경제운항이란 기상 측정보와 선박의 제원정보 등을 

활용하여 연료소모량을 최소화하도록 선박을 경제 으로 운

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

만, 아직 상용화의 사례를 살펴보긴 힘든 실정이다. 본 논문에

서는 기존 시스템들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범용의 경제운항시스템 개발에 을 두었다. 아래

에 기존 시스템들의 한계 과 본 논문의 개선 사항을 간략히 

설명한다.

첫째, 기존 시스템들은 임의의 정해진 경로를 상으로 실

험하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경

로별로 승객의 안락함, 도착시간, 안 , 연료소모량 측면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지 해 내에 국한

된 실험을 보이며 경로도 임의로 작도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한계가 있다[1]. 반면, 본 논문에서는 A*알고리즘을 통

해서 임의의 출발 과 도착 에 한 지리상 최단경로 산

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자동화와 동시에 용범 를 세계 

역으로 확 하여 실용성을 높 다.

둘째, 기존 시스템에서는 엔진출력을 고정하거나 속력

을 일정하게 운항한다는 가정으로 문제의 공간을 제한한

다. 그 로 SORAS라는 시스템의 경우, 동  로그래  

기반의 Dijkstra 알고리즘 구 을 통해 부산에서 하와이까

지 가는 항로에 해 실험하 지만 일정한 속력으로 운항

하는 것을 제로 한다[2]. 본 논문에서는 엔진출력량 역

시 변수로서 탐색하여 주어진 기상정보와 항로에서 가장 

효율 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실제로 출력을 

하게 조 하게 되면 운항시간의 변화와 하게 되는 

기상환경의 변화, 그리고 선박이 받게 되는 항의 변화를 유

도하여 보다 효율 인 운항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항해사들은 통 으로 내려오는 운항방식과 경

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디지털화 된 시스템의 수용에 어려

움이 있다. 이에 본 시스템에서는 일방 인 권고보다는 연

료소모량과 운항시간 별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여 

운항사의 단을 존 함과 동시에 운항보조시스템으로서

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 다.

2. 배경 지식

2.1 지리정보  기상 보데이터

경제운항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유효한 해상 항

로를 찾는 과정에서  세계 지리정보 데이터가, 연료소모

량을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상정보 데이터가 각각 필요

하다. 이를 해, 미국국립지리원(http://www.ngdc.noaa- 

.gov/)과 유럽 기 보센터(ECMWF; http://www.ecmwf- 

.int/)의 자료들을 각각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지리정보 데이터는 총 1938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으

며, 주어진 항로에 인 한 지리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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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제운항시스템 개념도

 세계의 데이터를 도 90도, 경도 90도 간격으로 8등분

하여 장하 다. 한편, 기상정보 데이터는 2008년 1월부

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세계 해양을 경 도 각각 1.5도 

단 로 나  격자 에 해서 6시간 단 로 이 진 보 

데이터이며 본 시스템에서는 많은 기상정보들 에서 연

료소모량 추정식에서 필요로 하는 향, 고, 풍향, 풍속 

등 네 개의 정보에 해서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2.2 연료소모량 추정식

가장 표 인 연료소모량 추정식으로는 Nakamura/Naito

의 선속 하량과 선속 보정을 한 마력 증가량에 한 계산 

방법[3]과 Townsin/Kwon의 해상 상태에 따른 선속 하량의 

계산 방법[4]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을 구

한 기존의 연구 결과[5]를 활용하 는데, 앞선 두 방법의 결

과 값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연료소모량을 추정하기 

해서는 선박의 길이, 비, 깊이 등의 9가지 선박제원 정보(4.1

에서 설명)와 고, 향, 풍속, 풍향과 같은 4가지 기상정보, 

그리고 선박 운항방향, 운항속도, 운항거리와 같은 3가지 운항

정보가 입력 데이터로서 필요하다.

3. 출력 조정을 통한 선박경제운항시스템

3.1 시스템 개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박경제운항 시스템의 체 인 개

념도는 그림 1에 보여 진다. 모든 선박 정보들은 육상기지국

에서 리하며, 경로탐색 연산도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육상기

지국에서 ECMWF의 기상정보를 토 로 산출한 경로를 인공

성을 통해서 선박으로 송신한다. 선박에서는 이 추천경로를 

받아서 운항사의 단을 더해서 운항하게 되고, 운항사의 결

정과 모든 선박 상태정보를 비롯한 정보들이 인공 성을 통

해서 주기 으로 육상기지국으로 송신된다. 육상기지국은 선

박이 측한 주변의 실제 기상을 이용해서 기상 보와 실제 

기상의 오차를 체크하며, 일 수 있도록 한다. 이 게 하여 

육상기지국에서는 운항 인 다수의 선박들을 리하고 효율

인 운항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3.2 격자좌표체계

본 논문에서는 운항 경로라는 해의 표 을 해  세계의 

해상 지리를 경 도 각각 1.5도 단 로 나  격자좌표체계를 

정의하 다. 이 때 1.5도 단 로 나  이유는 유럽 기 보센

터에서 제공하는 기상 보 데이터가 그러한 단 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세계의 지리를 총 120×240=28800개의 

블록으로 구분하게 된다.

3.3 경제운항경로 탐색 방법

사용자가 임의의 출항지와 입항지 정보를 설정하면 해당 

좌표는 기존의 격자좌표체계에 맞추어 보정되고, 보정된 좌표

를 바탕으로 A*알고리즘은 지리상 최단 거리를 구하게 된다. 

이 때 구해진 지리  최단 경로는 경로길이에 따라 m개의 세

부 구간들로 구성되며, 그림 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방법

으로 출력탐색이 진행된다.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해 경로

의 각 세부구간에서 설정된 출력들을  ←   와 

같이 표기하는데, 이는 체 m개의 세부 구간  설정된 출

력량 개수가 i개(i<=m)임을 의미하고, 는 i번째 세부 구간

의 엔진 출력량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기해 에서는 설

정된 출력이 없으므로, NULL로 표기되며 이후 ∪  연산을 

통해서 출력이 하나씩 추가되며, m개의 출력이 추가되면 하

나의 솔루션이 완성된다. 출력을 추가할 때에는 정의된 n개의 

출력후보군   ←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하

게 되는데, 이 게 추가되는 n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

게 되면, nm-1개 의 다양한 솔루션과 계산복잡도를 지니게 된

다. 하지만 운항시간과 연료소모량 둘다 상 으로 나쁜 솔

루션의 경우 필요가 없기 때문에 ParetoCompare 함수를 통해

서 걸러내도록 한다. 그 게 되면 nm-1 보다는 은 솔루션이 

나타나지만, 여 히 계산 복잡도가 무 큰 계로 연산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그래서 임의의 탐색깊이(d)를 두어

서 탐색깊이 만큼의 경우의 수(nd)를 다 찾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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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_solution {

  //isEmpty(큐) : 큐가 비었으면 TRUE를 반환함

  //enQueue(큐, 경로) : 큐에 경로를 추가함

  //deQueue(큐) : 큐에서 경로를 가져와서 반환함

  //lengthOf(경로) : 경로에 설정된 출력 개수를 반환함

  //paretoKill(큐, 개수) : 큐에서 지정된 개수만큼의 경로만 남기고 삭제

  //paretoCompare(큐, 경로) : 해당 경로가 큐에 추가되고, 큐 내의 모든 

경로들에 해서 큐 내의 다른 어떤 경로에 비해 소요시간과 연료소모량 

모두 열등한 경로가 있다면 이를 큐에서 제거함

  //copyPath(경로1, 경로2) : 경로2를 복사해서 경로1을 만듦

  //removePath(경로) : 해당 경로를 삭제함

  ←        //출력후보군 집합, n : 출력후보군 개수

  ← // : 설정된 출력이 없는 경로, 최  m개의 출력 

집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재 lengthOf( )는 0을 반환함.

  ← //Q: 탐색할 경로들을 담을 큐

  ← //R: 간솔루션 경로들을 담을 큐

  ← //D: 최종솔루션 경로들을 담을 큐

  enQueue(Q,  );
  while (!isEmpty(Q)) {

    ←deQueue(Q);

    if  (isEmpty(Q) && !isEmpty()) {
    //탐색깊이 내의 경로를 다 찾았을 때

      paretoKill(, k); //k : 남길 경로 개수

      while (!isEmpty())

        enQueue(Q, deQueue());
    }

    if  (≡) {     

    //m : 경로에 설정 가능한 최  출력 개수(세부구간 개수)

    //목 지까지 탐색완료

      paretoCompare( );
      continue;

    }

    if  (≡  && ≠) {
    //탐색깊이 d 만큼 탐색완료

      paretoCompare( );
      continue;

    }

    for (    ) {

      copyPath(, );

      enQueue(Q, ∪ );

    }

    removePath();
  }

}

그림 2. 경제운항 탐색 알고리즘

Item
Value 

(단 )

선박제원

라미터

길이 (Length) 315.0 (m)

비 (Breadth) 57.2 (m)

깊이 (Depth) 30.4 (m)

흘수 (Draft) 20.8 (m)

블록 계수

(Block Coefficient)
0.8

부력 심 (Longitudinal 

Center of Buoyancy, Forward 

Direction in m)

10.17 (m)

로펠러 직경 9.1 (m)

로펠러 효율 0.6

단 시간 마력당 사용 연료량 

(SFOC)
125.0 (g/hr)

알고리즘

라미터

강제 조정할 해의 개수

(그림 2에서 k)
3

탐색깊이

(그림 2에서 d)
5

출력 후보군 개수

(그림 2에서 n)
3

출력량 1

(그림 2에서  )
0.65 * 

25,491

출력량 2

(그림 2에서  )
0.75 * 

25,491

출력량 3

(그림 2에서  )
0.85 * 

25,491

표 1. 본 논문의 시뮬 이션에서 사용된 라미터 설정값

ParetoCompare 함수로 필요 없는 해를 걸러내게 되고, 이어

서 ParetoKill 함수를 통해서 강제 으로 임의의 수(k) 만큼의 

솔루션을 남기고 삭제하도록 한다. 이 때 살아남을 솔루션 선

택 방법은 상 으로 연료소모량과 운항시간이 한쪽으로 치

우치지 않고 격차가 은 솔루션들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탐색을 진행하면 nd + nd * ((m/d)-1) * 

k + k * n(m%d) 만큼의 계산복잡도를 지니게 된다. 이 게 출

력탐색까지 종료되면, 경제운항시스템은 다양하며 서로 우월

을 별하기 힘든 다수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게 된다.

4. 시뮬 이션 결과

4.1 시뮬 이션 라미터 설정

표 1은 본 논문의 시뮬 이션에서 사용된 라미터 설정을 

나타낸다. 우선, 선박제원 라미터로는 선박의 길이, 비, 깊

이 등 9가지 라미터가 포함되는데 이런 정보들은 2.2 의 

연료소모량 추정식에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5]

에서 사용된 재화 량 300,000톤  VLCC(Very Large Crude 

Carrier)의 제원 정보를 활용하 고, 엔진의 최  출력은 

25,491마력이다. 그리고 알고리즘 라미터의 경우 출력 후보

군 등 그림 2에서 필요한 값들을 표 1에서와 같이 설정하

다.

4.2 계 별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다

양한 계 에 해 시뮬 이션을 시도하 다. 이를 해 부산

에서 시드니까지의 항로에 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

개월 간격으로 출발날짜를 바꿔가면서 실험하 다(총 12개의 

운항스 ). 시뮬 이션에서는 다른 운항방법과의 성능 비교

를 해서 2가지 운항 방법을 정의하 다. 하나는 모든 세부 

구간에서 동일한 출력으로 운항하는 방법(출력 고정 운항법이

라고 지칭)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세부 구간에서 동일한 실속

력으로 운항하는 방법(실속력 고정 운항법이라고 지칭)이다. 

동일한 출력을 내더라도 기상환경에 따라서 실제로 나타나는 

속력은 다른데 이를 출력조정으로 항상 보정하여 일정한 실

속력을 유지하는 운항방법이 실속력 고정 운항법이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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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양한 운항시간과 연료소모량별 솔루션 분포

운항법에 해 공정한 비교를 해서 운항시간을 모두 동일

하도록 설정한 가운데, 연료소모량을 비교하 다. 이 시뮬 이

션의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실속력 고정 운항의 경

우 모든 출발날짜에 해서 다른 두 운항법에 비해 연료소모

량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출력탐색 운항의 경우 4월을 제

외한 모든 계 에서 출력고정 운항보다 연료소모량이 낮게 

나타남을 찰할 수 있다. 각 운항법 별로 1년의 총 연료소모

량을 평균 내어 비교해 보면, 고정 실속력 운항은 648.52톤, 

고정 출력 운항은 634.90톤, 출력 탐색 운항은 631.46톤으로 

출력 탐색 운항의 연료소모량이 가장 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일한 경로 내에서도 출력량의 탐색으로 보다 

효율 인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2008년 1월을 출발날짜로 칼라오에서 시드니까지

의 운항에 해 시뮬 이션 한 결과로, 다양한 연료소모량과 

운항시간별 솔루션들의 분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운항사는 

이와 같은 솔루션들을 제공받아서 원하는 도착시간과 연료소

모량별로 솔루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운항시스템들의 한계 들을 개선

하여 그 효용성을 높이는데 을 두었다. 이에 따라 A*알

고리즘을 사용한 지리  최단경로 탐색으로 시스템을 자동화

하 으며, 시스템 용 역을 세계 역으로 확 하 다. 그리

고 출력이라는 추가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운항시간의 변화, 

하게 되는 기상의 변화, 선박이 받게 되는 항의 변화를 

유도하여 동일한 경로 내에서도 보다 효율 인 운항이 가능

하도록 하 다. 그리고 운항사들의 경제운항시스템 수용 측면

을 고려해서 솔루션들을 연료소모량과 운항시간별로 분류하

여 제공함으로써 운항사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스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이밖에 향후 연구해 나가야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다. 첫째, 재 출력탐색에서는 연산시간을 이기 해 출력

후보군을 임의로 설정해서 문제공간을 이고 있다. 이 게 

시뮬 이션 하여 얻은 결과는 최 의 솔루션이라고 보기 어

려우며 이러한 경우, 성능은 출력후보군 개수와 출력후보군 

값의 설정에 따라서 향을 받게 된다. 향후에는 진화 략 혹

은 유 알고리즘을 히 활용하여, 다양한 출력을 고려하면

서도 연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

다.

둘째, 재 선박경제운항시스템에서는 특정경로(최단경로)

가 주어졌을 경우, 그 경로 내에서의 출력탐색으로 문제의 공

간이 한정되어 있다. 이를 확장시켜 출력과 동시에 경로탐색

까지 이루어져야하며, 그 방안으로는 유 알고리즘을 통한 운

항경로와 엔진출력 탐색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개선하여 좀 더 다양한 경로와 계 에 

해 시뮬 이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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