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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운항선박의 기반은 추진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하며, 추진체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다중 발전 체계 및 추진 

체계를 갖추어야한다. 기존 선박에서는 안정성을 위하여 높은 발전 용량을 산정하며, 그 결과 저부하 운전으로 인한 

경제성 하락을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체계의 최적화를 통하여 발전 체계의 경량화와 효율의 증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추진선박용 OPMS(Optimization Power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한다. OPMS는 

하이브리드형 발전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 부하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발전시스템은 이중연료엔진, 에너지저장시스템은 배터리, 부하제어시스템은 추진 부하, 상용 부하, 불규칙 부하, 

화물 기기 관련 부하, 갑판 부하로 구성된다. 각 시스템별 기기들의 특성에 대하여 모델링하여 전력체계를 구축하였

다. 실험을 위하여 선박 운용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안정성 및 경제성을 기존의 전기추진선박과 비교하였다. 
실험의 결과 발전기의 비교적 적은 시간 투입으로 같은 전력량을 공급함으로써 선박의 LNG 1.3%, Main Fuel 0.3%, 
Pilot Fuel 35.1%의 연료소모량 감소를 통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stability of the propulsion system is crucial for the autonomous vessel. Multiple power generation and propulsion 
systems should be provided for the stability of the propulsion system. High power generation capacity is calculated for 
stability, resulting in economical decline due to low load operation.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optimize the power 
system. In this paper, an OPMS for electric propulsion ship is constructed. The OPMS consists of a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an energy storage system, and a control load system.

The power generation system consists of a dual fuel engine, the energy storage system is a battery, and the control 
load system consists of the propulsion load, continuous load, intermittent load, cargo part load and deck machine load. 
The power system was constructed by model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For the experiment, a scenario based 
on ship operation was prepared and the sta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were compared with existing electric 
propulsion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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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기추진선박은 기계식추진과 달리 전력을 통하여 

추진하므로 발전체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발전체계는 대용량 발전기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졌다[1].
전기추진선박은 에너지 유연성이 높아 에너지저장시

스템의 효율을 높여 경제성을 크게 기대할 수 있으며, 
무정전 전원 장치의 활용으로 안정성까지 확보 할 수 있

다. 상선에 대한 전력체계의 기존의 연구는 부하 사용의 

알고리즘에 대한 최적화에서 그쳤으며, 에너지저장시

스템 연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추진선박의 에너저장시스템을 연

동하여 전력체계를 구성한다. 선박 운용별 특성을 사용

한 전력체계의 최적화를 통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을 확

보한다. 검증을 위하여 전기추진선박 전력체계의 모델

링을 진행하였고,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된 시나리

오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기존 전기추진선박과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연동하여 

최적화한 전기추진선박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정성을 비

교하였다.

Ⅱ. 전력체계 모델링 구축

2.1. 전기추진선박용 전력체계 구성

전기추진선박용 전력체계는 발전시스템, 에너지저

장시스템, 부하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발전시스템

은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전력을 출력 

및 방전하여 발전시스템의 운전의 효율을 높인다[2]. 부
하제어시스템은 부하의 운전을 제어한다. 그림 1은 전

기추진선박용 전력체계 구성을 나타나낸다. ①은 에너

지저장시스템, ②는 발전시스템, ③은 부하제어시스템

에 해당한다. 표 1은 각 기기의 스펙을 나타낸다.

Table. 1 Specification of each machine

Battery 30000kWh

Dual Fuel Engine
1.17MW * 2 set

6700kW * 2 set

Propulsion Motor 1.2MW * 2 set

Fig. 1 Configuration of power management system for 
electric propulsion ship

2.2. 전력체계 알고리즘 구성

전력체계의 각부 상황에 따른 알고리즘에 따른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EMS(Energy Management 
System)와 PMS(Power Management System)가 속해있

다. EMS는 에너지저장시스템과 발전시스템의 연동 및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각 시스템을 제어한다. PMS는 

EMS로부터 제어를 받고 현재 부하에 따른 발전기의 운

전 대수 및 부하 분배를 수행한다[3].

2.3. PMS

PMS는 발전기의 운전 모드에 따른 운전 대수 변경 

및 부하 분담을 결정한다. 
발전기 운전 대수는 고부하로(90%) 운전시 증가하

며, 저부하로 운전시 감소한다. 발전기의 부하 분담은 

기본적으로 균등 부하 분배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분담 

비율은 각 운전 발전기의 효율 비율로 하였다[4]. 그림 2
는 PM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LABVIEW를 이용한 모

델링이다.

2.4. EMS

EMS는 선박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사용 효율을 높이

는데 목적을 둔다. 발전시스템의 효율점을 확인하고 그

에 맞도록 부하를 배터리를 통하여 조정한다. 기준 부하

보다 부하가 낮을 경우 배터리의 충전을 통하여 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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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부하가 높을 경우 배터리의 방전을 통하여 부하

를 낮춘다. 기준 부하지점은 발전기의 최고 효율점을 기

준으로 한다. 즉, 발전기에 작용하는 부하의 변화를 최

대한 줄이는데 있다. 그림 3은 EMS의 알고리즘을 활용

하여 LABVIEW를 이용한 모델링이다.
EMS에는 LCS(Load Control System)가 포함되어 있

다. LCS는 EMS에서 판단한 EMS 의 충방전 명령을 수

행한다. 충방전량을 결정짓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

며, 선박의 총 부하, 운전중인 발전기의 최적 운전점 및 

배터리의 상태를 비교 분석한다. EMS에서 배터리 충전

을 명령할 경우 배터리의 용량별 충전 가능량, C-Rate를 

고려한 충전량, 발전기에서의 남는 전력량을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으로 충전한다. 배터리 방전의 경우 발전기

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 배터리의 한계치 및 C-Rate를 

고려한 방전량을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으로 방전한다. 
그림 4,5는 LCS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LABVIEW를 

이용한 모델링이다.

2.5. 발전시스템 모델링

발전시스템은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

을 한다. LNGC의 화물 탱크에서 자연 증발하여 생성되

는 BOG(Boil Off Gas)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중연료발

전기를 사용하였다[5].
이중연료발전기는 두가지 연료(가스, 벙커C유)를 탄

력적으로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연료에 따라 Gas 
mode와 Diesel mode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BOG의 생

성량이 높은 경우에는 항시 Gas mode를 사용하도록 한

다. Pilot Fuel 및 Main Fuel은 벙커C유를 사용하며, 
Nature Gas는 LNG를 의미한다.

발전기는 Wartila 社의 W12V50DF(11700kW)와 

W8L50DF(7800kW)를 기준으로 모델링하였다. 해당 

발전기의 SFOC 곡선과 SGC 곡선을 사용하여 발전기

의 출력에 따른 연료 소모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그림 6은 모드에 따른 발전기의 총열량 소모를 나

타낸다[6].

Fig. 2 Modelling of PMS

Fig. 3 Modelling of EMS

Fig. 4 Modelling of LCS in Charging

Fig. 5 Modelling of LCS in Dis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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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sumed calories of fuel in generator

W8L50DF의 경우 Diesel mode로 운전시 78%, Gas 
mode로 운전시 83%에서 가장 효율이 높다. 

W12V50DF의 경우 Diesel mode 및 Gas mode로 운

전시 83%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는 효율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 이득을 나타낸다.

Table. 2 Percentage of calories 

Gas mode Diesel

60% 100% 60% 100%

W12V50DF 3.3% 1.13% 2.33% 1.11%

W8L50DF 3.38% 1.14% 1.36% 1.37%

2.6. 에너지저장시스템

배터리는 Li-ion 배터리를 사용하였다. 배터리의 안

정성을 고려하여 충전 SOC는 0.5C, 방전 SOC는 1.0C 
로 설정하였다. 또한 배터리 충ㆍ방전의 변환 효율을 설

정하고 그에 따라 값을 계산하였다. 배터리의 특성을 고

려하여 배터리를 모델링 하였다[7,8].
배터리는 총 용량의 70%만으로 입항 혹은 출항을 할 

수 있도록 용량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입출항시 사용되

는 총 전력량을 산정하여야한다. 총 사용되는 전력량은 

최고 21,099kW이며, 그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은 

30,000kWh로 산정되었다. 표 3은 입출항시 사용되는 

선박 기기와 전력량을 나타낸다.

Table. 3 Using electric watt in Stand By

Using Load (kW)

Continuous load 4,350.3

Propulsion load 4,815.7

Intermittent load 77.7

Cargo part load 922.9

Deck machinery load 383.0

Ⅲ. 시뮬레이션

3.1.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구축한 전력체계의 모델링을 통한 시뮬

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구축하였으며, 
선박에서 항차에 대한 작성된 기관항해요약일지(ABLOG)
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표 4는 시나리오에 사용된 항

해요약일지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었다.

Table. 4 Kind of data using in scenario

Time

Arrival Stand By

Finish With Engine

Departure Stand By

Rung Up

Distance
Harbor Voyage

Sea Voyage

Sea Voyage Condition
Sea Speed

Slip

Cargo
Loading

Unloading

표 4에 대한 데이터를 가공을 하였으며, 선박의 항해

일 및 거리를 기준으로 평균 속력을 구하였다. 평균 속

력, 화물의 유ㆍ무, Slip에 따라 선박의 추진 모터의 출

력을 산정하였다. 전력의 산정은 비교법칙의 응용에 의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식(1)은 전력 산정 식이다[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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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항해시 추진 모터의 출력 (kW)

  : 상용 출력 (22,104kW)

  : 비례상수 (공선항해 : 2.91, 만선항해 : 2.96)
  : 선박의 속력 (knot)

  : 상용 선속 (공선항해 : 19.66, 만선항해 :19.55) 

(knot)
아래의 그림 7은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Slip이 0일 

경우의 속력에 따른 추진 모터의 전력을 나타낸다.

Fig. 7 Propulsion load according to ship's speed

부하는 추진 부하, 상용 부하, 불규칙 부하, 화물 기기 

관련 부하, 갑판 부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추진부하는 

입출항시, 항해시로 나누어 각각 평균 선속을 계산하고 

식(1)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나머지 부하는 선박의 부

하 분석표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시나리오의 기간은 

대상 선박의 3항차에 해당하는 3월 6일부터 5월 15일까

지로 지정하였다. 항로는 Himeji –Panama –Galveston 
- Sabine pass –Panama –Futtsu 으로 진행되었다. 화물

은 Sabine pass에서 선적하여 Futtsu항에서 하역하였다.
그림 8은 작성한 시나리오의 선속을 나타낸다.

Fig. 8 Ship’s Velocity in VOY.003

표 5는 선박의 상황별 사용되어지는 부하들을 나타

낸다.

Table. 5 Each load (kW) in Ship’s situation

At sea S/By Dicsh’ Load’

Continuous 1,755.2 4,350.3 2,432.4 2,436.5

Intermittent 82.9 77.1 77.1 77.1

Cargo part 928.8 928.8 5,308.9 3,180.0

Deck mach’ 0 383 0 0

3.2.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구축한 최적화된 전력체계의 시뮬레이

션을 앞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통해 결과값을 확인하였

다. 그림 9는 최적화한 전력체계로 운전시 발전기 부하

를 나타낸다.

Fig. 9 Load of Each Generator by OPMS

그림 10은 최적화한 전력체계로 운전시 배터리 

SOC(%)를 나타낸다.
 

Fig. 10 Battery SOC

 
발전기의 운전점이 1번과 2번 발전기는 약 10,000kW, 

3번과 4번 발전기는 약 6500kW의 높은 효율 구간에서 

운전되고 있다. 배터리는 낮은 부하에서는 충전 중에 있

으며, 부하가 높은 지점에서 방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기존 전력체계로 운전시의 발전기 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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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Fig. 11 Load of Each Generator by PMS

 
기존 전력체계로 운전시 1번과 2번 발전기는 약 

3000~10300kW, 3번과 4번 발전기는 3000~7000kW의 

낮은 효율을 보이는 구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은 각 전력체계 별 발전기의 평균 운전 효율을 나

타낸다.

Table. 6 Average efficiency of Generator in each Power 
Management System

#1.Gen #2.Gen #3.Gen #4.Gen

OPMS 80.6% 88.7% 72.4% 79.8%

PMS 79.4% 65.6% 68.0% 65.3%

표 7은 각 발전기의 운전시간을 나타낸다.
 

Table. 7 Runnig time in each Generator (Hour)

#1.Gen #2.Gen #3.Gen #4.Gen

OPMS 515.9 466.5 1426.7 478.4

PMS 631.9 481.6 1438.2 703.6

본 논문에서 구축한 전력체계는 기존 전력체계에 비

하여 높은 효율 구간에서 운전하고 있으며, 발전기 운전 

시간은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는 발전기 효율점은 

높이고 펄스부하의 대처에 뛰어남을 나타낸다. 또한 효

율적인 활용으로 인하여 해당 항차에서 LNG 1.3%, 
Main Fuel 0.3%, pilot fuel 35.1 %의 에너지 절감 효과

를 나타내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74,000 CBM CLASS LNGC를 대상

으로 한 최적화된 전력체계를 LABVIEW를 통해 모델

링하여 구축하였다. 최적화된 전력체계를 활용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였고, 실제 선박 운항 데이터를 활

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결과 기존 전력체계 대비 

LNG 1.3%, Main Fuel 0.3%, Pilot Fuel 35.1%의 절감 효

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인버터를 활용한 선박의 보조기

기 에너지 절감 알고리즘을 EMS기반으로(Pump Control 
System, Heating&Venitilation Air Control System, Engine 
Room Fan Control System) 연동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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