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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인 상태기반 지보 (Condition Based Maintenance, CBM) 기술에 한 연구로써

고장진단을 한 실 운항선박을 상으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탑재 데이터 취득/처리/분석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

의 목 은 데이터 확보, 유효데이터 식별/검증을 통해 최종 인 고장진단 알고리즘 개발을 함이며 이를 해서는 상 기기의 고장 메커니

즘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박 엔진의 FEMA 분석과 Fault Tree Analysis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엔진의 주요 계통분류, 상기

기 식별, 고장유형, 고장원인과 상에 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종 으로 도출되는 CBM 시스템의 솔루션 S/W는 엔지니어링 지식

기반의 실선 운항데이터에 한 통합 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박 엔진의 고장 측 진단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운항 인 실선의

주 기 을 상으로 기존 모니터링 항목 이외의 핵심 향인자를 측정하고, 취득된 데이터에 한 빅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한 유지보

수 방법과 해당 시 을 측함으로써 향후 선박 엔진의 이상 징후에 한 사 처와 효율 인 리가 가능하며 결과 으로 항해 해양

사고 선박운항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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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a development on condition based maintenance(CBM) technology which is a core item of future autonomous

ships. It is developing to design & installation of condition monitoring system and acquisition & processing of data from ongoing ships

for fault prediction & prognosis of engine in operation.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edicts and decision support

software for marine engine faults. To do this, the FMEA and fault tree analysis of the main engine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analysis

of classification of system, identification of the components, the type of faults, and the cause and phenomenon of the failure. Finally, the

CBM system solution software could predict and diagnose the failure of main engine through integrated analysis for bid-data of ongoing

ships and engineering knowledge.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pro-actively cope with abnormal signals of engine and to manage

efficiently, and as a result, expected that marine accident and ship operation loss during navigation will be prevent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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