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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펄스 드라이 에 의한 기추진선박의 고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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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추진선박에서 해결해야 할 요한 문제 의 하나는 력변환시에 발생되는 류  압 형에 포함된 고

조  성분에 의한 손실과 토크리 이다. 이를 제거하기 해서 많은 방식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상 

천이 변압기를 갖는 다 펄스 드라이 를 사용하여 정류된 직류 형을 개선함으로서 류  압 형에 포함되

는 고조  성분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하 다. 한, 그 유효성을 입증하기 해서  6펄스  12펄스 드라이 를 

각각 력변환장치로 사용하 으며 재 형 선박에서 사용 인 의 유도 동기를 추진 동기로 채택

하여 시뮬 이션을 행하 다. 다 펄스 드라이 에 의한 고조  감은 발 기 출력측의 류 형과 추진 동기 

입력측의 압 형에 포함된 총고조  왜형율을 평가하 으며 한, 고조 에 의한 동기측의 향은 추진 동

기의 토크리 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 하 다. 

Abstract

The harmonic distortion level may be significant in electric propulsion systems, as the main loads usually are variable speed 

propulsion/thruster drives. Distortion of currents and supply voltage waveforms may lead to: Increased power dissipation(losses) in equipment 

connected to the network, such as generators, motors, transformers, cables, etc., from the harmonic currents, may cause overheating and 

deterioration of the insulation, and reduced life time of the equipment. In this paper introduced the  canceling method of harmonic currents by 

a multipulse drive with phase shifting transformer.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d a good speed response to the middle speed range of electric 

propulsion motor. And also, THD(total harmonic distortion) and torque ripple could be reduced in comparing the 12-pulse drive with 6-puls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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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추진선박은[1]-[2] 1920년  처음 건조된 이후 꾸

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추진선박은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으며 표 인 것은 화물선  공간의 증

가, 운항비 감소, 진동  소음의 감소, 신뢰성 증가, 유용

성 증가, 유지  보수의 편리성, 운용인력의 감소  오

염물질 배출가스의 감 등이 있으며 출력, 속도  토크

를 유연하게 제어 할 수 있어 조정성과 제동능력이 뛰어

나다.

하지만 기추진시스템에서는 보완해야 할 단 도 

가지고 있다. 기추진시스템은 주 수 변환에 의해 토

크  속도를 제어한다. 그러므로 주 수 변환을 한 컨

버터가 필요하다.[3]-[5] 컨버터는 AC의 발 기 출력을 

DC로 변환한 후 다시 AC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주 수 

 압을 변환한다. 이러한 변환과정에서 압  류 

형에 고조  성분이 포함되게 된다. 압  류 형

에 고조 가 포함되면 기 실의 부하기기, 력 이블 

뿐만 아니라 발 기 내 철손  동손의 증가에 의한 과열

과 추진 동기의 토크리  등의 피해를 발생 시킨다. 

한 최근 형선박에서 사용하는 PWM 컨버터 드라이

[6]에서는 효율 개선을 해 3300V-6600V의 고 압을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에 고조 의 향은 더욱 크게 된

다.[7]-[8]

기추진시스템에서의 고조 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여러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추진시스템에 사용되는 변압기

의 상 천이를 통한 다펄스화로 고조 를 감하고자 하

으며[9] 그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력변환모듈에  

6펄스와 12펄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드라이 를 설치 하

다. 6펄스  12펄스 드라이 를 갖는 각각의 력변

환장치에 의해 출력된 류 형에 포함된 고조  성분

이 부하기기  발 기에 미치는 향을 발 기 출력측

의 류 형  추진 동기 입력측의 압 형에 포함

된 총 고조  외형율과 추진 동기의 토크를 시뮬 이

션을 통해 측정하고 비교분석하여 다펄스화의 고조  

감성을 확인 하 다.

Ⅱ. 기추진시스템

기추진시스템은 3300[V] 는 6600[V] 출력의 동

기발 기의 발 기모듈(PGM), 주 수 변환을 한 

AC/DC 컨버터  DC/AC 인버터의 력변환모듈

(PCM),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제어특

성이 우수한 동기 동기  유도 동기가 주로 사용

되는 추진 동기모듈(PMM)  속도  토크제어를 

해 직 토크제어(DTC)와 간 벡터제어(FOC) 방식

이 많이 사용되는 력제어모듈(PCON)로 구성된

다.[8]] 다음의 그림 1은 기추진시스템의 체 구성

도이다.  

그림 1. 기추진시스템의 구성도
Fig. 1 Schematics of electric propulsion system

기추진시스템의 장 은 부하 상태에서 기추

진시스템 각 부의 효율을 계산하면 통상 으로 발 기

측이 0.95∼0.97, 스 치보드 0.999, 변압기 0.99∼0.995, 

주 수컨버터 0.98∼0.99, 동기 0.95∼0.97로서 우수

한 효율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Ⅲ. 고조  특성

기추진시스템에서 고조  발생의 표 인 원인

은 다음과 같다. 먼  력변환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고

조 로서 2차 부하측의 DC  AC 변환시에 구형 가 

원으로 유입되어 발생한다. 한, 변압기의 자화특성으

로 변환 류의 상차로 인해 여자 류내에 고조 가 

함유되는 경우와 압의 순시동요, 계통서지, 개폐기의 

개폐등의 일시 인 력의 과도 상 등에 의해서도 고

조 가 발생하게 된다.

력변환시에 왜형 의 류  압에 포함되는 고

조 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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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기서,  : 고조  차수

  : 정수

  : 주기 당 류펄스의 수

한, 기본 형에 정수배 되는 성분의 주 수들을 모

두 합한 값과 기본 와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총 고조  

외형율이라 하며 이 값을 통해 류  압 형의 양부

를 단하게 된다. 총 고조  왜형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


 ×               (2)

  



 

∞


 ×            (3)

기추진시스템에서 고조 에 의한 향은 력

이블의 연열화, 개폐장치의 고장과 철손, 동손의 증가

에 의한 변압기의 과열, 추진 동기  피 기기기의 과

열, 발 기의 국부  과열 등의 피해를 래하게 된다. 

다음 식은 고조 에 의한 각 기기에서의 표 인 손실

을 나타낸다.


 

 




                      (4)

  



                          (5)


 




                           (6)

단, : 체와류손, 

: 부하 기본주 수에서의 와류손,      

 :고조 의 류실효값,  :고조 수, 

: 체 동손,  : 체 류실효값, 

:권선 항, : 이블 동손,

      : 이블 항

다음  표 1은 각 기 에서 규제하는 압  류 

형에 포함된 총 고조  왜형율의 제한치를 나타낸다. 

압의 총 고조  왜형율은 5∼8[%]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류 형에 포함된 총 고조  왜형율의 제한치

는 IEEE-519에서 5[%]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기 에서

도 규정화를 확 하고 있는 실정이다.

STANAG 1008
GL LRS IEEE-

519
IEC-

60092Edition8 Edition9

THDV 5[%] 5[%] 8[%] 8[%] 5[%] 5[%]

THDI NO ?*** NO NO 5[%] ?***

표 1. 각 표  상호간의 정성 비교
Table 1. Qualitative comparison among standards 

Ⅳ. 다 펄스 드라이 를 갖는 

력변환장치

류  압 형에 포함된 고조 에 의한 피해를 

이기 한 다양한 책에는 필터 설치, 기기 자체의 고조

 내량 증가, PWM방식을 통한 압  류제어 방식

의 사용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추진선박의 추진시스템에서 발

생되는 고조 의 향을 감하기 한 방안으로 력

변환모듈에서의 다펄스화를 이용하 다. 력변환과

정에서 상 천이를 이용한 다펄스 발생 기법은 다  입

력 컨버터가 필요하며, 펄스수는 컨버터의 수에 의해 

정해진다. 

펄스 수 = 6 ×  컨버터 내 6펄스 입력 정류기 수   (7)

다펄스화에 의해 고조  제거가 이루어지게 되며 제

거되는 고조 의 차수는 펄스 수에 비례하게 된다. 즉, 

제거되는 고조  차수는 펄스 수±1과 같으며, 12펄스 

시스템에서는 12±1에 해당하는 차수의 고조 가 제거

되는 경향을 가진다. 한, 상 천이 기법에 의한 상의 천

이 정도를 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컨버터의 수에 한 

함수로 결정된다. 다음 식은 천이되는 상의 정도를 나타

낸 것이다.

상 천이각 = 컨버터의 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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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펄스 드라이  시스템에서의 상 천이각은 

컨버터수   가 된다. 다음 그림은 12펄스를 

발생하는 력변환부이며 변압기의 결선이 1차측은 와

이결선이며 2차측은 와이결선과 델타결선의 병렬로 연

결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림 2는 상 천이 변압기를 갖는 

력변환모듈이다.

그림 2. 상 천이 변압기를 갖는 력변환 모듈
Fig. 2 Power transfer module with phase shifting 

transformer 

그림 2에서 3상의 원이 변압기의 1차측 와이결선과 

2차측 와이결선  정류기를 통해서 6개의 펄스가 출력

되며, 변압기의 1차측 와이결선과 2차측의 델타결선  

정류기를 통해서 6개의 펄스가 만들어진다. 이들 6펄스 

각각의 펄스간 상차는 가 되며 한, 변압기 2차측

의 와이결선과 델타결선간의 상차도 이므로 력

변환모듈을 통한 출력 형은 모두 의 상차를 갖

는 12 펄스가 된다. 그림 2와 같은 상 천이 변압기를 갖는 

력변환모듈의 출력 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상 천이 변압기를 갖는 력변환 
모듈의 출력 압 형

  Fig. 3 Output voltage wave of power transfer 
module with phase shifting transformer

Ⅴ. 시뮬 이션 결과

기추진시스템에서 별도의 필터나 고조  제거기

법을 사용하지 않고 고조 를 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 천이 변압기를 갖는 력변환장치가 합하다고 

단되며 이 방식을 통한 류 형에 포함된 고조  제거 

정도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해 6펄스  12펄스에 의한 

발 기모듈 출력측의 류 형에 포함된 총 고조  왜

형율과 추진 동기의 토크를 시뮬 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았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6펄스와 12펄스 드라이 를 사

용하는 기추진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본 논문의 시뮬 이션에서 속도  토크제어를 해서 

사용한 간 벡터제어방식의 구성도는 일반 인 사항이

므로 간략화 하 다.

(a)

(b)

그림 4 기추진시스템 블록도
(a) 6 펄스 드라이  (b) 12 펄스 드라이

Fig. 4 Block diagram of electric propulsion system
(a) 6 pulse drive (b) 12 puls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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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LNG운반선에 설치되어 운용 인 형 유도

동기를 시뮬 이션에서 사용하 으며 각종 라미터와 

시스템 정수는 다음 표와 같다.

정격출력 6000  
 1.49 

정격 압 3300  
 0.07 

정격 류 1200  
 0.35 

극수 6 
 48 


 0.0167   169 

표 2 시뮬 이션에 사용된 유도 동기의 라미터 
 시스템 정수

Table 2 Parameters and system constants of 
induction motor used for simulation

  

그림 5는 6펄스 드라이 의 추진시스템에서의 속도

지령이 600[rpm]인 경우의 속도응답으로서 속도응답 특

성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6펄스 드라이  사용시 속도응답 
Fig. 5 Simulation responses for step change of 
speed setting used 6 pulse drive(0→600[rpm]) 

그림 6 (a), (b)는 속도지령이 600[rpm]인 경우에 6펄스 

드라이 가 설치된 력변환장치를 갖는 추진시스템에

서의 발 기 출력측의 류 형에 포함된 총 고조  왜

형율과 동기의 토크 형을 나타낸다. 기 기동시에 

류 형의 총고조  왜형율이 최  9[%]로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크리  한 기동  정상상태에서

도 다소 큼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6 6펄스 드라이  사용시 THD  토크 응답
(a) 총 고조  왜형율 (b) 토크

Fig. 6 Simulation results for THD and torque 
used 6 pulse drive
(a) THD (b) Torque

그림 7은 12펄스 드라이 를 갖는 기 추진시스템에

서의 추진 동기 속도지령이 600[rpm]인 경우에 한 

속도응답으로서 응답 특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드림 7. 12펄스 드라이  사용시 속도응답
Fig. 7 Simulation responses for step change of 
speed setting used 12 pulse drive(0→6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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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 (b)는 상 천이 변압기에 의해 컨버터의 출

력이 12펄스를 갖는 추진시스템에서의 동기 속도지

령이 600[rpm]인 경우에 발 기 출력측의 류 형에 

포함된 총 고조  왜형율과 추진 동기의 토크특성을 

나타낸다. 기 기동시에도 총고조  왜형율이 약 

3[%] 이내로 낮으며 정상상태 운 시에는 1[%] 이내로 

총 고조  왜형율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한 동기

의 토크리 도 고조  성분이 게 포함되므로 6펄스 

드라이 의 시뮬 이션 결과에 비해 히 작음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8 12펄스 드라이  사용시 THD  토크 응답
(a) 총 고조  왜형율  (b) 토크

Fig. 8 Simulation results for THD and torque 
used 12 pulse drive 
(a) THD (b) Torque

그림 9 (a), (b)는 추진 동기가 600[rpm]의 속도에서 

부하 운 시 동기에 입력되는 압 형에 포함된 

총 고조  왜형율을 나타낸다. 6펄스 드라이  보다 12

펄스 드라이 를 사용한 경우의 고조  왜형율이 작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그림 9 압 형의 THD 
(a) 6 펄스 드라이  (b) 펄스 드라이

Fig. 9 Simulation results for THD of voltages 
(a) 6 pulse drive (b) 12 pulse drive

Ⅵ. 결  론

형 선박의 기추진시스템 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으로 두되고 있는 류  압 형에 포함된 

고조  성분의 제거를 해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리

이 은 직류 형을 얻을 수 있는 상 천이 변압기를 갖는 

력변환장치를 사용하 으며 그 유효성을 입증하기 

해 6펄스와 12펄스의 형이 력변환장치를 통해 출

력될 때 가장 큰 향을 받게 되는 발 기의 출력측 류 

형과 추진 동기 입력측의 압 형에 포함되는 총 

고조  왜형율을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부하 는 부하상태에서 추진 동기의 기동

시나 정상상태 운 시에 6펄스의 경우에 비해 12펄스의 

경우가 총 고조  왜형율이 감소되는 개선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고조 의 향을 받게 되는 토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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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비교분석 결과에서도 12펄스 드라이 를 사

용할 경우에 6펄스에 비해서 히 토크리 이 작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조 의 발생 정도는 부하상

태에 따라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추진 동기 운 시 부하상태의 변화가 큰 

선박의 운항 조건에 따른 부하상태를 고려하여 기추

진시스템의 력변환시스템에 포함되는 고조 의 분석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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