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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르웨이의 세계 최초 무인
자율운항 화물선

v 배경
-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무인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다.
- 전 세계 화물운송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선박의 무인화 및 자율화를
통해 선박 운영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
하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 자율운항 선박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2021년 말에 세계
최초의 무인 자율운항 화물선인 YARA Bikeland의 첫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v YARA Birkeland 프로젝트 배경
- 1905년 설립된 노르웨이의 비료제조 회사인 YARA International은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 16,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이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 노르웨이 Porsgrunn에 위치한 공장에서 제조된 비료는 트레일러를 이용
하여 인근 항구로 운반되는데, 연간 약 40,000번의 트레일러 운송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 운용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트레일러
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YARA International은 비료 운송을 위한 운영비와 대기오염 물질을
동시에 절감하기 위해 전기추진 자율운항 화물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 이를 통해 개발된 자율운항 선박의 선가는 일반 선박의 약 3배에 달하
지만, 연간 운영비용의 약 90%를 절감하고 배기가스는 전혀 배출하지
않는 Zero Emission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1> YARA International의 비료공장(Heroya)과 인근항구(Brevik)

v YARA Birkeland 선박 정보

주요제원

화물용량

추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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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o.a.: 79,5 m
Length p.p.: 72,4 m
Width mld.: 14,8 m
Depth shelter deck: 10,8 m
Draught (full): 6 m
Draught (ballast): 3 m
Service speed: 6 knots
Max speed: 13 knots
Cargo capacity: 120 TEU
Deadweight: 3 200 mt
Propulsion system: Electric
Propellers: 2 Azimuth pods
Thrusters: 2 Tunnel thruster
Battery pack: 7 – 9 MWh
Radar
Lidar
AIS
Camera
IR camera
Maritime Broadband Radio
Satellite Communications
GSM

v YARA Bikeland 프로젝트 진행 경과

<2017년 초 : 설계 완료>
노르웨이 MARIN TEKNIKK사에서 설계
YARA Bikeland의 3D 모델

<2017년 9월 : 선박 모델테스트 수행>
노르웨이 트론헤임의 MARINTEK에서 모델
테스트 수행
YARA Birkeland 모델 테스트

<2020년 2월 : 선박 건조 및 진수>
루마니아의 Vard Braila 조선소에서 건조 및 진수
YARA Birkeland 건조 모습

<2020년 5월 : 노르웨이로 이동>
노르웨이의 Vard Brattvåg 조선소로 이동하여
선박 의장 작업 및 자율운항 시스템 탑재
루마니아에서 건조되어 노르웨이로 이동 중인 YARA Birkeland

<2020년 11월 : 선박 인도>
의장 작업 및 자율운항 시스템 탑재를 완료하고
선주에게 인도
모든 건조 작업이 완료되어 선주에게 인도되는 YARA Bikeland

<2021년 말 : 첫 자율운항 시작>

<출처>
1. https://www.yara.com/news-and-media/press-kits/yara-birkeland-press-kit/
2. https://www.kongsberg.com/maritime/support/themes/autonomous-ship-project-key-facts-about-yara-birkeland/
3. https://www.marinteknikk.no/mt-design/autonomous/mt-2007/yara-birkeland
4. https://fortune.com/2017/07/22/first-autonomous-ship-yara-birkeland/
5. https://insideevs.com/news/529159/yara-birkeland-electric-ship-crewless/
6. https://edition.cnn.com/2021/08/25/world/yara-birkeland-norway-crewless-container-ship-spc-intl/index.html

자율운항 선박 메이플라워

Ⅱ (Mayflower) 항해 중단

v 메이플라워(Mayflower)의 첫 대서양 횡단 시도와 그 결과
- 국제 사무기기 회사인 IBM이 후원하고 영국의 비영리 법인인 PROMARE
사가

건조한

메이플라워

자율운항

선박(Mayflower

Autonomous

Ship, MAS400)이 첫 대서양 횡단을 시도하였다.
- 메이플라워호는 2021년 6월 15일 영국을 출발하여 3일간 평균 7노트
(약 시속 13km)의 속도로 450해리(약 833km)를 항해하였다. 이 기간
동안 선박의 자율조종 시스템은 문제없이 작동하였으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에 사람의 개입 없이는 수리할 수 없는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여
최대 출력 및 최대 속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연구팀은 메이
플라워호의 자율운항 시스템에 영국으로의 귀환을 명령하였으며, 6월
19일 예인선에 의해 회수되었다.
- 회수된 메이플라워호를 조사한 연구팀은 발전기와 배기 시스템 사이의
연결부위가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이플라워호에는 태양광
패널과 발전기를 모두 사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연결부위의 파손 이후에는 발전기로부터 전력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악천후와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게
된 메이플라워호는 임무를 중단하게 되었다.
- 비록 이번 임무는 실패하였으나, 메이플라워호의 인공지능 항해 시스템은
항해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을 식별하여 방지하는 등, 상황
인식과 의사결정 능력을 성공적으로 시연하였다. 연구팀은 앞으로 수 주
이내에 메이플라워호의 수리를 완료하고 다양한 테스트와 장거리 시
운전을 마친 이후에, 다음 대서양 횡단 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1.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mayflower-autonomous-vessel-s-problems-diagnosed-and-repaired
2. https://mas400.com/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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