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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선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요소를 접목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등장에 대한 전력관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의 DNN(Deep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배터리 연동형 전력관리시스템(BLPMS, Battery Linked Power Management System)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실험을 위하여 LabView를 통한 선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모드별 선박 전력소비량의 패턴을 

학습하고 Python을 통해 배터리의 상태를 도출하여 발전기와 배터리의 연동의 유연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의 결과 

배터리의 충·방전을 통해 발전기의 저부하 운전이 감소되고, LNG의 1%의 연료소모량 감소를 통하여 경제성 및 신

뢰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line with the current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future by integrating AI 
elements in the ship sect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is in the field of power management for the 
appearance of autonomous ships. In this study, we propose a battery-linked electric propulsion system (BLEPS) algorithm 
using machine learning's DNN. For the experiment, we learned the pattern of ship power consumption for each operation 
mode based on the ship data through LabView and derived the battery status through Python to check the flexibility of 
the generator and battery interlocking.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low load operation of the generator was reduced 
through charging and discharging of the battery, and economic efficiency and reliability were confirmed by reducing the 
fuel consumption of 1% of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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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선박 분야에서는 

AI요소를 접목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

율운항 선박 등장에 대한 전력관리 분야에서도 이에 대

한 대응이 필요하다. 선박의 경우 육상과는 다르게 독립

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성하며, 선박의 운항 특성상 안전 

운항을 위해 전력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1] 이에 더하

여 선박의 성능 개선을 위해 실제 운항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운항 조건에 최적화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운항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한 분

야인 딥러닝의 DNN(Deep Neural Network)를 통해 배터

리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선박 연비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전력관리

시스템(PMS, Power Management)과 배터리 연동형 전

력관리시스템(BLPMS, Battery Linked Power Management 
System)을 연료소비량을 비교해보았다.[2]

Ⅱ. 전기추진시스템

선박은 운항 및 거주를 위한 기기를 운용하기 위해 발

전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한다. 입·출항의 경우 바우 스

러스터 및 Aux. Blower 등과 같은 중부하 사용으로 인

해 짧은 기간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 전력 체

계와 부하 간의 전력 유연성이 필요하다. 전기추진시스

템의 경우 추진 부하가 전력시스템에 통합되면서 기존

의 기계식 추진시스템과는 다른 부하 특성을 보이게 되

는데, 추진시스템과 서비스 부하 간의 전력 유연성이 높

은 것이 큰 특징이다.[3] 또한 발전된 전력을 추진시스

템과 서비스 부하 동시에 사용 가능해 원동기의 크기 감

소 및 에너지 저장장치를 연동할 경우 원동기의 효율을 

높여 운용할 수 있다.

2.1. 배터리 연동 전기추진시스템

그림 1은 기존의 전기추진시스템에 배터리를 적용한 

전력 구성으로 디젤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부, 각 장비들

의 전압, 주파수를 변환시켜주는 변환부, 전력을 소모하

는 부하부로 나뉜다. 이에 추가하여 배터리와 배터리의 

충·방전을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발전기는 최대 

부하를 고려하여 선정되지만 선박 운항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항해 시에는 요구 전력량이 낮다. 이러한 낮은 

부하의 운전은 발전기의 발전 효율을 저하시켜 저온 부

식에 의해 발전기 수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

한 전력시스템에 배터리를 활용하여 발전기의 평균 운

전 부하율을 보다 높게 함으로 선내 전체 전력 에너지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 BLPMS를 통해 SGC(Specific 
Gas Consumption) 곡선에 따라 효율이 높고 발전기가 

과다 운전되지 않는 지점(약 85%)에서 운전이 가능하도

록 한다. 또한 발전기 부하가 높아 병렬운전이 필요할 

때 배터리 전력을 버스라인에 공급하여 발전기 병렬운

전 초기에 저부하 가동시간을 최소화 한다. 따라서 선내 

전체 발전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한다.[4]

Fig. 1 Proposed power system

2.2. 발전기 용량 선정

발전기 용량 선정 방법은 식 (1) 정상상태의 부하용량

으로부터 발전기 용량 도출, 식 (2) 과도상태의 최대 전

압강하로부터 발전기 용량 도출, 식 (3) 과도상태에서 

단시간 과부하 내량(overload capacity)로부터 발전기 

용량 도출 방법이 있다. 

  ××


(1)

여기서, 은 정상상태에서 전력공급에 필요한 용량

, 은 총 부하량 , 는 부하율 [%], 는 총 

부하 종합효율 [%], 은 총 부하역률 [무차원수]를 의

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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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최대기동전력을 갖는 부하를 기동할 

때 허용전압 강하를 고려한 용량  , 은 최대기

동전력을 갖는 부하 출력, 는 부하의 유효전력에 

대한 피상전력의 비 [무차원수], 는 부하 기동계수 (직
입기동의 경우 1, Y- 기동의 경우 0.67) [무차원수], 
 는 발전기 정수 (일반적으로 0.25) [무차원수], 

는 발전기 투입 시 허용전압 강하율 [%]를 의미한다.

 


××××cos

 (3)

여기서, 은 기동출력과 입력출력의 차가 최대가 되

는 부하 기동할 때 발전기 용량 , 

은 총 부하량

, 은 최대기동전력을 갖는 부하 출력 , 

는 최대기동전력을 갖는 부하 기동 시 역률 (일반적

으로 0.4) [무차원수], 은 총 부하 종합효율 , cos

는 정격역률 [무차원수]를 의미한다. 위 과정을 거쳐 도

출한 최빈부하는 표 2와 같이 정하여 조합에 따른 가능

한 부하를 설정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의 부

하용량과 과도상태의 최대 전압강하로부터의 발전 용

량 도출 식의 평균값을 도출하여 표 1과 같이 발전기 용

량을 선정하였다. 표 2는 선박의 운항상태에 따른 부하

별 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Specification of each machine

Capacity

No.1 Gen' 7800kW

No.2 Gen' 7800kW

No.3 Gen' 11700kW

No.4 Gen' 11700kW

Battery 5000kWh

Table. 2 Each load in ship mode

　
At sea
[kW]

Port in/out
[kW]

Discharging
[kW]

Loading
[kW]

Continuos 1,755 4,350 2,432 2,436

Intermittent 207 194 192 192

Cargo part 928 922 5,308 3,180

Deck mach' 0 383 0 0

Ⅲ. 전력관리시스템

선박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은 선내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

로 필요하다. 전력관리시스템은 다중 시스템으로 다중 

발전기 제어, 부하에 따른 발전기 시동 및 정지 제어 등

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MS를 구현하기 위

해 랩뷰를 통해 부하 정지 및 기동과 발전시스템을 랩뷰

를 통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3.1. 부하분담 시작 및 정지 기능

PMS에서 부하분담 시작 및 정지 기능의 명령을 받으

면, 전력 상황을 판단하여 발전기 병렬운전 또는 운전 

정지 등을 판별하여 제어한다. 선박 부하에 따라 발전기

가 고부하 또는 저부하에서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

정 부하에 도달하면 지정된 발전기 부하율을 기준으로 

발전기 시작 및 정지 시퀀스에 따라 우선순위 발전기가 

운전 및 정지하게 된다. 그림 2는 랩뷰를 통해 모델링한 

PMS이다. 

Fig. 2 Modeling of PMS

3.2. 발전시스템

발전시스템은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

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LNG선박의 Duel Fuel 발전기에

서 Gas Mode로만 운전하도록 하여 LNGC의 화물 탱크

에서 자연 증발하여 생성되는 BOG를 연료로 하는 발전

기를 모델링 하였다. 그림 3은 Wartila 社의 발전기로 

W12V50DF(11700kW)와 W8L50DF(7800kW)를 기준

으로 모델링하였다. 해당 발전기의 SGC(Specific Gas 
Consumption) 곡선을 사용하여 발전기 출력에 따른 연

료 소모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두 발전기는 

Gas mode로 운전 시 83% 효율 지점이 가장 높음을 나타

내고 있다. Duel Fuel엔진에서는 Pilot oil과 Gas가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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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모되는데, 이 두 값을 더하여서 발전기의 총열량소

모가 나오게 된다. 그림 4는 부하율에 따른 발전기의 총

열량 소모를 나타낸다.[6]

Fig. 3 Modeling of Generator

Fig. 4 Consumed calories of fuel in generator

3.3. 시나리오

위의 PMS와 발전시스템의 모델링의 변수를 입력하기 

위해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서 항

차관련 정보를 작성한 기관항해요약일지(Abstract Log)
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5는 작성한 시나리오 시간 

순서에 따라 선박의 요구 부하의 변화를 나타낸다. 시나

리오의 기간은 대상 선박의 3항차에 해당하는 3월 6일부

터 5월 15일까지 대략 2개월 기간의 정보를 포함한다.

Fig. 5 Distribution of the total load 

Ⅳ. DNN을 통한 배터리 상태 판단

4.1. 모델 구축을 위한 운항데이터

학습 모델로 이용된 선박의 시나리오를 데이터 전처

리 과정을 통해 각 입력 요소에 레이블을 제시하였다. 
전력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너무 

많은 입력데이터는 각 데이터 간의 중복된 정보와 상관

성에 의해 판단 모델의 노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최

소한의 입력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7] 데이

터의 입력요소를 보면, Load는 선박이 필요로 하는 전력

량, Mode는 선박의 운항 모드로 0(At sea), 1(Port in/ 
out), 2(In port)로 나뉜다. Gen’ Run은 각 발전기의 운전

상태로 0(Turn Off), 1(Turn On)으로 나타나며, Gen’ 
Load는 각 발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을 나타낸다. 
입력을 통해 얻은 출력인 Battery State는 0(대기), 1(충
전), 2(방전) 상태로 나타낸다. 그림 6은 배터리 상태 판

단을 위한 알고리즘이다. 선박의 부하율이 85%이상이

며 배터리의 SOC가 50%이상 일 경우 방전상태가 되며, 
선박의 부하율이 85%미만이며 배터리가 완충상태가 

아니라면 충전상태가 되고, 완충상태 혹은 부하율이 

85% 이상이 되지만 배터리의 SOC가 50%미만이라면 

대기 상태가 된다.

Fig. 6 Battery status determin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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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판단 모델 생성과 검증

Fig. 7 DNN structure

그림 7은 배터리 상태 판단을 위한 DNN의 구조를 보

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DNN은 10N개의 입력 

데이터와 3개의 은닉층, 그리고 배터리 상태의 대기, 충
전, 방전 3개의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은닉층에서

는 64, 128, 64개의 node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NN 구조에 ReLU(Rectifier linea unit)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적용하여 가중치 재추정이 더욱 용이하게 만들

었다. ReLU함수는 음수에서 출력값이 0으로 활성이 되

지 않으며 양수에서는 기울기가 항상 1로 일정하기 때

문에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발생하는 기울기가 사라지

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하여 

Softmax함수를 사용하였다. Softmax 함수는 계산되어 

나온 값들을 확률로 나타나게 해주는 함수이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100회 반복하여 정확도 97.74%를 가지는 

학습모델을 도출하였다. 전력량[kW], Mode는 선박의 

운항 모드로 0(At sea), 1(Port in/out), 2(In port)로 나뉜

다. Gen’Run은 각 발전기의 운전상태로 0(Turn Off), 
1(Turn On)으로 나타나며, Gen’Load는 각 발전기가 생

산하고 있는 전력량[kW]을 나타낸다. 입력을 통해 얻은 

출력인 Battery State는 0(대기), 1(충전), 2(방전) 상태로 

나타낸다. 충전 상태의 판단은 발전기 효율 용량보다 부

하가 작으며 발전기를 정지할 수 없을 경우 및 1대만 운

전 중일 경우와 발전기 효율 용량보다 부하가 클 경우에 

판단한다. 방전 상태의 판단은 발전기 효율 용량보다 선

박부하가 크며, 배터리의 SOC(State of Charge)여부에 

따라 발전기의 효율 지점까지 출력을 내주도록 판단한

다. 그리고 발전기의 효율지점 83%를 기준으로 배터리

의 충·방전량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표 3은 DNN구조에 

사용된 라벨링한 입력 모델을 나타낸다.

Table. 3 Elments of learning model
Learning Model

Input Configuration Unit
Input1 Load  

Input2 Mode  -
Input3 No.1 Gen' Run  -

Input4 No.2 Gen' Run  -

Input5 No.3 Gen' Run  -

Input6 No.4 Gen' Run  -

Input7 No.1 Gen' Load  

Input8 No.2 Gen' Load  

Input9 No.3 Gen' Load  

Input10 No.4 Gen' Load  

Output1 Battery State  -

4.3. 분석 결과

그림 8은 시뮬레이션에 입력한 2달간의 시나리오 시

간에 따른 선박의 운항모드와 배터리의 상태를 나타내

고 있다. 선박이 항해 중일 경우에는 배터리가 대부분 

충전 상태임을 나타내며, 입항하여 화물작업을 하는 경

우 배터리의 방전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시나리오 기간동안 총 연료소모량을 나타내며 기존 PMS
의 경우 3555.6[ton]이며, BLPMS의 경우 3,530.0[ton]의 
결과가 도출됐다. 이는 약 1%로의 연료감소를 나타내

며, 그림 11과 그림 12의 발전기의 운용 상태를 보면 

BLPMS의 경우 PMS보다 선박의 요구부하에 따라 발전

기 병렬운전 및 배터리의 충전과 같이 유연한 발전기 운

전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8 Battery Status and ship mode during period

Fig. 9 Gas consumption during period without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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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as consumption by period with battery

그림 11과 그림 12는 PMS와 BLPMS의 선박 운항모

드에 따른 발전기 운전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PMS의 경우 항해 중일 경우에는 큰발전기 1대만 사용

되며, 입·출항시에는 큰 발전기 2대, 선적 및 하역 시에

는 큰 발전기 1대와 작은 발전기 1대의 운용으로 진행되

며 치우친 전력 소비를 보여주지만, BLPMS에서는 각 

발전기의 병렬운전 및 배터리의 충·방전을 통해 전력 소

비 평준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배터리는 발전기에 비하

여 빠른 출력응답을 가지므로 중부하 사용에 따른 발전

기 과부하 및 정전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으로 별도의 중

부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Fig. 11 Generator operation pattern by period without 
battery

Fig. 12 Generator operation pattern by period without 
battery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추진선박을 대상으로 모델링한 

시나리오 부하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의 DNN기

법을 이용하였다. 선박의 운항모드, 발전기 운용 상태 

등의 특성을 DNN을 통해 학습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출

력하였다. 또한 기존의 전력관리시스템과 배터리 연동

형 전력관리시스템에 따른 연료 소모량 및 발전기 운용

상태를 비교 및 분석해보았다. 이는 DNN기법 이외의 

다른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수행

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많은 데이터 축적을 통해 보

다 신뢰성 높은 결과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박

의 운용모드에 따라 선박 내 에너지 제어 및 절감을 목

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선박의 

운용모드에 따라 사용하는 장비가 달라짐에 따라 부하

의 특성이 차이가 나므로 발전기 여유율을 고려하며 배

터리 충방전을 결정할 수 있다. 향후 환경과 상호 작용

하는 강화학습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여 선박의 운용모

드에 따라 전력소모의 여유전력 산정 및 발전 효율점을 

도출하여 전력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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