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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3. 결과 및 고찰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규제가

Fig. 1은 부 하 변 동 에 따 른 추 진 전 동 기 의 속 도 응 답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을 나타낸 결과이며 빠른 시간에 지령값에 정확히

분야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선박의 운영에서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엔진의 효
율향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선박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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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운전영역내의 연비가 최적이 되는 지점에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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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Fig. 1. Simulation results of Propulsion speed.

가변속 엔진발전기의 부하변동에 따른 전력변환장치의
성능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선박전기추진시스템은
AFE 방식 PWM 정류기와 간접벡터제어를 이용하여 속도제
어를 하는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추진전동
기의 운전 속도은 저속(400rpm), 중속(600rpm), 고속(800rpm)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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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가변속

엔진발전기용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하여

구성한 전기추진시스템이 부하특성에 따라 우수한
속도응답특성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