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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IMO(국제해사기구)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MEPC(해양
환경보전위원회) 57차 회의를 시작으로 선박의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하였으며, 논의 결과 2013년부터
EEDI 규제가 시행되고 2015년부터 현행 대비 10% 감축,
2020년 20% 감축, 2025년 30% 감축 등 5년 간격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주들은 더욱 더 고효율화된 선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되며, 최근 에코쉽 발주가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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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다. 이렇듯 세계 조선업계는 그린쉽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박용 DC배전 선박에 대
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사 (ABB,
Siemens사)를 중심으로 DC배전을 선박에 적용하여 실증을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에코쉽, 그린쉽 등의 기술개발은 선박에 설치되는 전기시
스템이 첨단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동화제품
에 대한 안전이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MIL-HDBK-217F표준을 바탕으로 전기추진
선박에 대한 신뢰도 예측을 수행하였다.

- 모듈의 고장률 ( )







  

 

 

 





 

(2)

- 시스템의 고장률 ( )
 







(3)

3. 결과 및 고찰
전력관리시스템의 신뢰도 예측 조건은 온도 30 , 환경은

2. 연구방법
MIL-HDBK-217F 표준은 미 국방성(DoD)에서 제정한 전자
부품에 대한 신뢰도 예측 규격서이며, 전체 신뢰도 그래프
에서 우발 고장기의 고장률을 예측할 수 있다.
각 부품에 대한 고장률 모델식 도출을 통하여, 전체 전력
관리시스템에 대한 고장률을 예측하였다.
대표적 부품의 고장률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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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Naval Sheltered)로 하였다. 전력관리시스템 분석결과 고
장률은 29,769 FIT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MTBF는
33,591 hr을 갖는다.

4. 결 론
최근 에코쉽, 그린쉽 등의 기술개발로 선박 자동화장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며, 향후 신뢰성 분석
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
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10077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