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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럽 연합 가입국을 기항지로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배출 가스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검증받

는 MRV 규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배출 가스량을 경험적으로 산정해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간이 연료

소모량 추정 및 최적 경유 항구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10여 년간 축적된 선박의 항

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항구별 연료 소모량, 거리, 소요 시간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료 소모량을 추정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선박의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최적 경유 항구를 추천하기 위한 기능을 비롯하여 실제 운

항 경로 표시 기능, 실제 운항 경로와 최적 경로와의 비교 기능, 사용자 지정 경유 항구 선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모

듈을 구현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선박의 운항 계획 등을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Recently, The 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regulation, which measures, reports and verifies the 
emission gas of vessel to head for member countries of Europe Union (EU), is being implemented. As part this reason, 
we develop a system that estimates simple fuel consumption and recommends optimized stop-over ports of vessel, to 
calculate amount of carbon emission. To do this, we analyze fuel, distance and time consumption between port and the 
other port based on stored voyage data for over 10 years of real-ship, and implement a simple fuel consumption 
estimation module using analyzed result. Also, we design and implement the optimized route recommendation algorithm, 
existing navigation route display function including comparison with the optimized routes and user custom route plan 
function. Therefore, we expect the developed system is helpful when makes a navigation route and so on by reference 
indexes and we anticipate the system to have a sense for future research which learns and predicts for accuracy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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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유럽 연합 가입국을 목적지로 항해하는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 가스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규정이 

2015년 EU에 의해 채택되어 2018년부터 시행예정이다

[1]. 이에 따라 해운사는 선박의 배출 가스 모니터링, 보
고 절차 등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검증 받아야 한다. 그 후 매년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해야 한다

[1-2]. 이러한 MRV 규정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의해서도 채택

되었으며, 유럽 연합 가입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운항 

선박으로 그 대상의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박의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과 배출 

가스 데이터 수집 등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탄

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박

의 운항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소모된 연료

량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따라서 선박의 연료

를 절감하기 위하여 최적 평형수(ballast water) 도출에 

관한 연구나 항로 계획에 기상 및 날씨의 영향을 반영

하기 위한 연구(weather routing)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운항을 통해 축적된 항차 데이

터(voyage data)를 기반으로 학습한 후 실제 인접한 항

구 간 운항 시 사용한 연료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

로 연료 소모량 등을 간이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

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개발하는 시스템은 운항 거

리 대비 최저 연료 소모량, 최단 거리, 최단 시간을 기준

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최적 경유 항구를 추천해

주어 필요시 기항지 선정에 참고 지표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을 비롯하여 항차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기능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RV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동향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항로 결정과 관련 연구에 관해 다루고, 3장에서는 개발

하는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4장에

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하며 논문의 끝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MRV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현재 세계 각지에서는 2018년 1월 MRV 규정의 시

행에 따라, 선박 운항 효율, 탄소배출 및 운항 데이터 등

을 그림 1과 같이 검증을 통해 표준 서식에 따라 보고하

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누적된 수많

은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 및 예측이 가

능한 시스템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3-4]. EU 항
구를 사용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 해사 안전청(EMSA,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은 “THETIS-MRV”를 개발하여 이를 통

해 보고 및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UKAS(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로부터 

공인 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ClassNK는 EU MRV 규
정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MP, Monitoring Plan) 및 탄소 

배출 보고서(emission report)를 제출하고 모니터링 데

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ClassNK MRV Portal”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배출원 및 탄소 배출 산정 방법

론 등을 설명하는 문서인 모니터링 계획서 평가 및 탄

소 배출 보고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선급

은 EU MRV 검증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독일 국가 

인정 기관(DAkkS,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에 

이를 추진하였고, 2017년 5월 국내 최초로 인정받았으

며, 2018년 1월 MRV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e-Fleet 
V2를 출시하였다. EU 항구를 경유하는 선박뿐만 아니

라 전 세계 운항 선박으로 MRV 규정의 적용이 확대됨

에 따라, 해운사는 MRV 시스템 개발, 공인 기관은 검증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

며, 선박 운항 효율 향상 및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관

련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Fig. 1 A concept diagram of the MRV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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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항로 결정 관련 연구

MRV와 같은 국제적 규정과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요구에 따라 연료소모량을 줄이기 위한(즉, 탄소배출 저

감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선박의 연료 

소모량 추정 및 탄소 배출 저감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해

상 정보를 이용한 경제 운항 경로 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5]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 예측 기관으로부터 얻은 

실시간 해상 정보를 취득하여 선속 저하량, 항해 거리, 
연료 소모량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항 경로를 결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최적 운항 경로는 항

해 거리와 해상 상태에 따른 연료 소모량 증가분과 대표

적인 최적 운항 경로 결정 방법인 등시선법(isochrone 
method)을 이용해 경로를 도출하였다. 

또한, [6]의 연구에서는 전자식 제어 엔진 사용과 프

로펠러 연마를 통해 기계식 제어 엔진에 비해 연료 절

감 및 에너지효율운항지수(EEOI,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

론을 제시하였다. [7]의 연구에서는 선체 및 타를 청소

함으로써 저항을 감소시켜 선박의 추진 성능(수송량, 
거리당 연료 소모량)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연료 소모

량과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8]의 연구에서는 실선 계측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 선박에 특정 외력이 가해졌을 경우에 연

료 소모량 측면에서 최적 속력과 RPM에 관한 분석 결

과를 제시하였다. 선박은 운항 중 다양한 환경에 노출

되기 때문에 [8]의 연구는 다소 적은 양의 운항 데이터

를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적된 많은 양의 운항 데이터를 활용하면 도출된 결과

의 신뢰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

구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축적된 A선박의 항차 데이터를 분석 및 학습하고, 간이 

연료 소모량 추정 및 최적 경유 항구를 추천해주는 시

스템을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여러 척

의 선박으로부터 축적될 많은 양의 데이터 분석에 대비

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부가적으로 축적된 항차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기능을 설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Ⅲ.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간이 연료 소모량 추정 및 최

적 경유 항구 추천 시스템은 크게 그림 2와 같이 기록된 

항차 데이터 처리 모듈(data processing module), 그리고 

위 모듈을 거쳐 자료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어하는 모듈

(control module), 데이터 제어 모듈을 통해 도출된 결과

를 전시하는 전시 모듈(display module)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때, 실질적인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할 제어 모듈은 항구 데이터 모듈(port data module), 
항차 기록 모듈(voyage record module), 최적 경유 항구 

추천 모듈(optimized route recommendation module), 실
제 항해 경로와 최적 경유 항구 추천 경로 비교 모듈

(route comparison module), 사용자 지정 경유 항구 모

듈(user custom route module)로 크게 다섯 가지 기능으

로 나뉜다. 

Fig. 2 A block diagram of the system architecture

3.2. 데이터 처리 모듈

데이터 처리 모듈은 누적된 항차 데이터를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읽어온 후,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객체(object)에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저장한다. 이때, 
구조화된 데이터는 크게 항구 데이터(port data), 항차 

기록 데이터(voyage record data), 항차 계획 데이터

(voyage plan data)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항구 데

이터는 항구 코드를 비롯하여 위도, 경도 정보를 저장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항차 기록 데이터는 항구 코

드를 포함하여 해당 항구에서 이동 가능한 항구까지의 

평균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료 소모량을 저장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그림 3에 도식화하였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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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는 키(key)를 이용해서 값(value)을 찾는 방식인 사

전(dictionary) 클래스를 채택하였다. 

Fig. 3 A block diagram of data processing module

3.3. 데이터 제어 모듈

첫째, 항구 데이터 모듈은 항차 데이터 기반으로 구

성된 객체 중 항구 데이터와 항차 기록 데이터를 사용

한다. 항구 데이터는 항구 유효성 검증과 위·경도 제공

을 하는 역할을 하며, 항차 기록 데이터는 사용자로부

터 입력된 출발 항구로부터 한 번이라도 항해한 기록이 

있는 도착 항구까지의 평균 항해시간, 거리, 연료 소모

량을 제공한다. 유효성이 검증된 데이터는 지도 API 기
반 전시 모듈을 통해 표시되며 이를 그림 4에 도식화하

였다.

Fig. 4 A block diagram of port record module

둘째, 항차 기록 모듈은 선박이 실제로 운항한 경로

를 각 항차별로 출발 항구부터 경유 항구를 포함한 목

적 항구까지의 경로를 도출한다. 항차 계획 데이터는 

항해 번호를 키(key) 값으로 동→서 또는 서→동 항해의 

경로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시 모듈을 통해 유

효성이 검증된 데이터를 표시하며 이를 그림 5에 도식

화하였다. 

Fig. 5 A block diagram of voyage record module

셋째,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시스템의 핵심인 최적 경

로추천 모듈은 사용자로부터 출발 항구와 도착 항구 그

리고 경유할 항구의 개수를 입력 받아 최적 경로를 추

천하는 모듈로 그 구성을 그림 6에 나타냈다. 

Fig. 6 A block diagram of optimized route recommendation 
module

항해 기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든 항구(vertex)를 

포함한 방향성 그래프(directed graph)를 생성하고, 입
력 받은 출발 항구부터 도착 항구까지 도달 가능한 모

든 경로를 깊이우선탐색(DFS, depth first search)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나열한다. 그 후, 첫 번째로 나열된 경

로 중 경유항구 개수를 만족하는 경로를 찾고(first 
filter), 두 번째로 총 항해거리가 짧은 순으로 정렬하여 

최대 10개 까지만 남긴다(second filter). 그 이유는 first 
filter 후, 나열된 경로 중 일정 방향(동→서 또는 서→동) 
항해가 아닌 등 일관성 없는 경로를 제외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최대 10개의 경로를 총 항해 거리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2, No. 3: 480~490, Mar. 2018

484

대비 연료 소모량이 가장 적은 경로인 최적 경로

(optimal route)를 비롯하여 총 항해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shortest distance route)와 항해 시간이 가장 적은 

경로(shortest time route)를 함께 추천하며, 나머지 최대 

7개의 경로는 앞서 언급한 3가지의 추천 경로를 제외하

고 거리 대비 연료 소모량이 적은 순으로 추천한다. 추
천 경로는 전시 모듈을 통해 표시하며 이러한 최적 경

유 항구 결정 알고리즘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넷째, 실제 항해 경로와 최적 경유 항구 추천 경로 비

교 모듈은 최적 경유 항구 추천 경로와 선박이 실제로 

운항한 경로(항차 데이터) 중 추천 경로와 동일한 출발

항구, 도착 항구, 경유 항구 개수를 가지는 경로를 비교

한 데이터(연료 소모량, 항해 거리, 항해 시간)를 출력해

준다. 이 모듈은 최적 경유 항구 추천 모듈과 항차 기록 

모듈의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 결과를 사용자에

게 제공하며, 각 경로는 전시 모듈에 의해 표시되며 이

를 그림 8에 도식화하였다.

Fig. 8 A block diagram of route comparison module

다섯째, 사용자 지정 경유 항구 모듈은 사용자로부터 

출발 항구와 도착 항구를 입력 받아 출발 항구부터 도

착 항구까지 사용자 임의로 경유 항구를 지정하는 모듈

이다. 도착 항구까지 모든 경유 항구를 지정하면 설정

된 경로의 예상되는 연료 소모량,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을 제공받기 때문에 항해 계획 시 도착 항구까지의 경

유 항구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사용자 지정이 완료

된 항해경로는 전시 모듈을 기반으로 표시되며 이를 그

림 9에 도식화하였다. 

Fig. 9 A block diagram of user custom route module

Ⅳ. 시스템 구현 및 검증

4.1. 개발 환경

최적 경유 항구 추천 시스템은 Microsoft Windows 
10에서 개발 되었다. 앞서 3장에서 기술한 시스템의 기

능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 도구로 Microsoft Visual 
Studio 2015 Professional을 사용하였고, 개발 언어는 

Microsoft .NET framework 4.2.5기반 WPF(Windows 

Fig. 7 A flow chart of route recommend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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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Foundation)를 사용하였다. 이 기능들의 결

과 데이터를 웹 기반 지도에 전시하기 위하여 개발도구

로 Notepad++ 7.5를 사용하였고, 개발언어는 Google 
Map JavaScript API를 활용한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Microsoft 
SQL Server 2014를 사용하였다. 표 1에 최적 경유항구 

추천 시스템의 개발환경 및 도구를 정리하였다.

Category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ools

OS Microsoft Windows 10

Development 
tools

Microsoft Visual Studio 2015 Professional 
and Notepad++ 7.5

Development
language

Microsoft .NET Framework 4.5.2 based
WPF, HTML and Google Map JavaScript 
API

Database Microsoft SQL Server 2014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ools

4.2. 항차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축적된 A선박의 항차 데이터를 기록하였

고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을 수행하였다. 기록

된 데이터에서 설계한 시스템에 필요한 내용만을 추출

하였고, 이를 재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

이션(migration)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를 그림 10에 나

타냈다. 각 항해 경로를 고유한 항해 번호로 기록하였

으며 정박했던 항구 코드를 순서대로 나열하였고 각 항

구를 항해하면서 소요한 시간, 연료 소모량, 항해 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항구에서 

항구 간 평균 항해 시간, 항해 거리 그리고 연료 소모량

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최적 경유 항구를 추천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한 

선박 항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향후 

수집될 수많은 선박의 항해 데이터에 대응하는 것이 목

적으로 추후 학습을 거듭해 나가면 보다 더 정확도 높

은 최적 경로의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Data structure of voyage data

4.3. 구현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적 경유 항구 추천 시스템

은 경로 추천 기능을 포함하여 항구 데이터 및 항차 계

획 검색으로 크게 5가지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첫 번째

로 항구 데이터 검색 기능은 선박이 운항했던 모든 항

구를 전시 모듈을 통해 표시하고 사용자가 항구를 선택

하면 해당 항구에서 한 번이라도 경유했던 항구의 리스

트를 나타낸다. 그림 11의 (a)와 같이 부산항(KRPUS)
을 선택하면 한 번 이상 경유했던 항구들을 선으로 이

어주며, 그림 11의 (b)에서 해당 항구들의 데이터를 확

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RPUS에서 대만 카오슝항

(TWKAO)까지 평균 항해 시간은 1일 17시간, 항해 거

리는 896NM, 연료 소모량은 274.2MT이고 이동 가능

한 항구 중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 KRPUS에서 태

국 램차방항(THLCH)까지 평균 연료 소모량은 256.6MT
으로 TWKAO와 비슷하지만, 평균 이동 거리가 

2524NM으로 약 3배가량 더 이동한다. 따라서 TWKAO
까지의 항해는 다른 항구까지의 항해에 비해 거리 대비 

연료 소모량이 통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 

등으로 인해 연료를 많이 소비하여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각 항구간 평균 항해 시간, 거리, 연료 소모량을 나타냄

으로써 항해시간 및 거리대비 연료 소모량을 대략적으

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박 계획이 있는 항구를 조

회하여 필요시 다음 정박 항구 선정하기 위한 간이 참

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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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results of port data module
(a) Execution result of port data module, 
(b) Detail of KRPUS port record data

두 번째로 항차 계획 검색 기능은, 선박이 항해했던 

실제 경로를 각 항차별로 검색하여 전시 모듈을 통해 

정박했던 항구와 항해 순서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그

림 12의 (b)와 같이 West Bound(동→서)의 10번째 항해

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그림 12의 (a)와 같이, 웹 기

반 지도에 출발 항구인 광양항(KRKAN)부터 도착 항구

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NLRTM)까지의 운항 경로와 

경유 항구를 표시해주고, 그림 12의 (b)에서는 운항 순

서와 각 항구간 거리 및 연료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다. 
TWKAO에서 홍콩항(HKHKG)까지 운항 거리와 연료 

소모량은 321NM와 125.9MT이고, KRPUS에서 TWKAO
까지의 운항 거리와 연료 소모량은 902NM와 263.9MT
으로 전자의 항해가 후자보다 운항 거리 대비 연료 소

모량이 다소 크다. 이를 통해 실제 운항했던 경로의 총 

운항 거리, 연료 소모량과 개발한 시스템이 추천하는 

최적 경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Fig. 12 The results of voyage record module 
(a) Execution result of voyage record module, 
(b) Detail of 10th voyage record data

세 번째로 경로 추천 기능은 사용자로부터 출발 항구

와 도착 항구, 그리고 경유 항구 개수를 입력받아 최적 

경유 항구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경로를 추천한다. 
이때, 경로는 최대 10개가 추천되며, 추천되는 최적 경

로는 항해거리 대비 연료 소모량이 가장 적은 경로이다. 
예를 들어, 그림 13의 (a) 및 (b)와 같이 출발 항구를 

KRKAN로 선택하고 도착 항구를 NLRTM으로 선택한 

뒤, 경유 항구 개수를 5개로 설정하고 검색(search)을 하

면, 그림 13의 (c)와 같이, 최적 경유 항구 추천 방법을 

적용하여 모든 경로 92개에서 first filter와 second filter
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의 추천경로를 추천하며, 이 

경로는 최적 경로(optimal route), 최단 거리(shortest 
dist.), 최단 시간(shortest time) 경로와 일반 경로(normal 
route)를 가진다. 이를 통해 예상 항해 시간, 거리 그리

고 연료 소모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항 

계획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최적 경유 항구 추

천 시스템의 간이 연료 소모랑 추정을 통해 추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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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및 일반 경로를 추가적으로 

추천하며, 운항 계획 등 비교를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Fig. 13 The results of optimized route recommendation module
(a) Execution result of optimized route recommendation 
module, (b) Setting departure, arrival ports and waypoints, 
(c) Result of route recommendation search

네 번째로 사용자 지정 경로설정 기능은 사용자로부

터 출발 항구와 도착 항구를 입력받고, 원하는 경유 항

구를 사용자 임의로 지정하는 기능이다. 이는 항로를 

계획해봄으로써 예상 연료소모량, 항해거리, 항해시간

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항해계획변경, 항해 

전 사전준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4의 (a)와 같이 출발 항구를 KRKAN로 선택하고 

도착항을 NLRTM으로 선택한 뒤, 그림 14의 (b)와 같

이 출발부터 도착항까지 경유항구를 사용자 임의로 선

택한다. 도착항까지 선택이 완료되면 그림 14의 (c)와 

같이 전체 항해 경로, 예상 연료 소모량, 항해 거리, 항
해 시간을 제공하며 그림 14의 (d)에서 사용자 지정된 

전체 항해 경로를 전시 모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
적 경유 항구 추천 시스템의 사용자 지정 경로 설정 기

능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예상 연료 소모량, 항해 거리, 

항해 시간)는 항차 데이터 기반으로 예상되는 수치를 

제공해주어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Fig. 14 The results of user custom route module 
(a) Setting departure and arrival ports, (b) Process of 
setting custom stopover ports, (c) Result data of custom 
route, (d) Execution result of user custom route module

다섯 번째로 실제 항해 경로와 최적 경유 항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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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교 기능은 경로 추천 기능 사용 중 출발 항구, 도
착 항구, 경유지 개수가 같은 실제 항해 경로가 존재할 

때 두 경로를 비교한 데이터(연료 소모량, 항해 거리, 항
해 시간)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어떤 경로가 효율

적인지 나타내 준다. 경로 추천 기능으로 추천된 최적 경

로는 시스템적인 수치만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때

문에 경로 설정에 한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기

능은 추천 경로와 유사한 실제 항해 경로를 제공하고, 또
한 두 경로의 효율성을 비교함으로써 사용자의 항해 경

로 계획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5의 (a)는 경로 추천 기능과 동일하게 출발 및 도착 항구, 
경유지 개수를 입력한다. 이 경로와 유사한 실제 항해 경로

가 존재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준다. 그림 15의 

(b)와같이 전시 모듈을 통해 추천된 최적경로와 실제 항해 

경로가 표시되며, 또한 각 경로의 예상 연료 소모량,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을 그림 15의 (c)와 같이 비교해준다. 

Fig. 15 The results of route comparison module
(a) Setting route comparison module’s parameters,
(b) Result of route recommendation search, 
(c) Execution result of route comparison module

4.4. 검증

최적 경유 항구 추천 시스템의 간이 연료 소모량 추

정 및 최적 경유 항구 추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추천 경로를 실제 선박의 항차 데이터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출발 항구는 KRKAN, 도착 

항구는 NLRTM, 경유 항구를 5개로 설정하여 실 운항

경로와 최적 경유 항구 추천 방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도출된 총 5개의 경로 중 최적, 최단 거리, 최단 시간 경

로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각 항차의 경로를 확

인할 수 있는데, Voyage 1은 최적 경로(최저 탄소배출), 
Voyage 2는 최단 거리 경로, Voyage 3은 최단 시간 경로

로 각 항로는 각기 다른 경유 항구의 조합을 가진다. 
각 추천된 각 경로별 총 운항 거리, 연료 소모량, 소요 

시간을 표 3에 정리하였다. 최단 거리 경로인 Voyage 3
은 최단 시간 경로인 만큼 다른 항차 보다 높은 속력으

로 운항하여 연료 소모량(3229.8MT)이 다소 크게 나왔

기 때문에 최저 탄소 배출을 항로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항차 2는 항차 1과 비교하였을 때 운항 거리(10858NM)
는 짧고, 연료 소모량(3035.1MT) 또한 적기 때문에 항

차 1보다 경제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거리를 운항하는 경우에 연료 소모량이 적고, 연료 소

모량이 같은 경우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연료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운항거리 대비 연료 소

모량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경로 1과 2에 운항 거리 대

비 연료 소모량 계산식을 적용하면 항차 1은 0.276. 항
차 2는 0.280으로 항차 1로 항해하였을 때 운항 거리 대

비 연료 소모량이 가장 적은 최적 경로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항차 계획 검색 기능 예제(4.3절의 그림 

12)는 KRKAN에서 NLRTM까지 항구 5개를 경유한 실

제 운항 경로이며, 이를 운항 거리(10966NM) 대비 연

료 소모량(3648.7MT)으로 계산하면 0.333으로 도출된 

최적 경로에 비해 다소 효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간이 연료 소모량 추정 및 최적 항로 추천 기능 등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는 참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Route

Voyage 1
(the lowest 
emission)

KRKAN →KRPUS →HKHKG →
CNYTN →SGSIN →EGSUZ →NLRTM

Voyage 2
(the shortest 

distance)

KRKAN →CNNGB →CNYTN →
HKHKG → SGSIN →EGSUZ →NLTRM

Voyage 3
(the shortest 

time)

KRKAN →TWKAO →HKHKG →
CNYTN →SGSIN →EGSUZ →NLRTM

Table. 2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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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MRV 규정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대

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하여 간이 연료 소모량 

추정 및 최적 경유 항구 추천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

용을 다루었다. 실 선박의 항차 데이터를 통해 각 항구

간의 평균 운항거리, 시간 및 간이 연료 소모량을 취득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적 경유 항구 추천 알고리

즘을 제안하고, 구현하여 최적 운항 경로를 도출하였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의 추천 경

로를 실제 선박의 항차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운항할 경로의 연료 소모량을 사전에 추

정해 볼 수 있기 항해 계획 등을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축적

된 항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

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현재, 과거 데이터를 기반

으로 미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시스템

을 개선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실제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

하기 위한 연구 등[9-11]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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