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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시스템의 부하저감 설계 및 해석

Design and Analysis of Load Shedding for the Electric Propul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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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lectric propulsion system requires more reliability and safety than the conventional propulsion system because 

any sudden changes of electric system would bring tremendous effects on the ship's safety and propulsion. So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potential transient effects. This paper discusses one of the worst electric accident. That is, one or 

two of generators are out of service in normal seagoing condition. And the appropriate measures are simulated in order to 

prevent the frequency decline that can bring the other generator's tripping. In addition, the relation between the transient 

effects and the major factors(inertia of generator/motors, governor's drooping characteristic and response speed) are also 

identified using the ETAP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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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에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계통이 불안정해지면 계통주파수가 저하 또는 상승하게 되

어, 주파수에 민감한 전력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발전기 탈락시 계통주파수가 저하되면 발전기 터빈이 진동으로 

손상을 받게 되고 계통과 연계된 모든 회전기의 속도가 떨어지는 

등 계통이 불안정하게 된다. 심각한 경우 계통이 붕괴되어 정전

이 발생할 수도 있다[1].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부하를 즉시 차단하여 계통주파수를 회복시켜야 한다. 

특히, 전기추진선박의 경우 대용량의 추진용 전동기가 사용되므

로 정상운항시 예비발전기의 수가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따라

서 과도상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다른 발전기들도 추가로 

탈락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추진력도 상실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기추진선박을 대상으로 발전

기 탈락시 과도한 주파수 저하를 막기 위한 부하저감 방법을 제

시하고 ETAP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도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전기추진선박의 계통안정성

2.1 전기추진시스템

전기추진시스템이 적용된 LNG선의 전력계통도를 살펴보면, 

Fig. 1과 같이 배전반이 가운데의 Bus-tie Breaker에 의해 두 부

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추진용 전동기가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 

이때, 추진용 전동기의 회전수는 앞단에 연결된 주파수변환기

(Variable Frequency Device)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전기추진

시스템은 선박의 크기와 선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 부하

에서 추진용 전동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 1 LNG 전기추진시스템의 예시(ABB)

Fig. 1 Example of the LNG ship electric propulsion system 

(ABB)

예를 들면, Table 1에서와 같이 동일한 대형 LNG 선이더라도 

추진방식에 따라 생산되는 발전량과 정상운항시 투입되는 전력량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상운항시 스팀터빈 추진에서

는 15∼20%, 엔진추진 방식에서는 35∼45%의 전력이 사용된다

면, 전기추진방식에서는 최대 80%가 사용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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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진방식별 전력시스템의 비교[2]

Table 1 Comparison of electric power plant utilization[2]

Propulsion

Type

Steam

Turbine

(140k CBM)

Two

Stroke

(220k CBM)

Dual-Fuel

Electric

(150k CBM)

Total

efficiency
about 29 % about 40 % about 42 %

Installed

elec. power
10∼15 MW 15∼20 MW 30∼40 MW

Min. voltage

level
3.3 kV 6.6 kV 6.6 kV

Utilization

(seagoing)
15∼20 % 35∼45 % 80 %

Utilization

(unloading)
70∼80 % 50∼80 % 25 %

2.2 계통안정성 

정상상태의 전력계통은 계통 내의 모든 지점에서 전압 및 주

파수가 허용범위 내에 있고, 무효전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

태를 말한다. 반면 과도상태란, 선로의 고장, 발전기 또는 대형 

부하의 탈락 등 큰 외란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과

도상태가 발생하면, 발전기와 부하의 입·출력 사이에 차이가 발

생하게 되고 그 차이에 비례하여 회전자가 가속 또는 감속하게 

된다. 만약 고장이 제때 회복되면, 상차각(위상차각)이 새로운 평

형점으로 동요하며 이동되나, 고장이 회복되지 못하면 상차각이 

계속 증대하여 계통이 불안정 해진다[3]. 전기추진선에서도 발전

기나 부하의 급격한 변동으로 과도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

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한다.

2.3 계통안정성과 관련된 요소

과도안정도는 회전체의 관성정수, 고장의 차단시간, 부하상태, 

조속기의 수하특성, 엔진의 종류 및 응답속도 등 다양한 인자가 

관련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다.

2.3.1 회전체의 관성정수

과도안정도는 아래의 동요방정식(swing equ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가속전력, 는 터빈의 기계적 출력, 는 발전

기의 전기적 출력, [rad]는 회전체의 변위각, 은 관성정수를 나

타낸다. 안정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규정속도에서 기계의 기준 정격

출력으로 나눈 단위 관성정수 H[MW·s/MVA]가 많이 사용된다

[4]. 이때의 단위 관성정수 H는 회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며 과도상

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위 관성정수가 크다

는 것은 어떤 속도까지 가속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3.2 조속기의 수하특성

선박에서 발전기 여러 대가 병렬운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조

속기의 수하특성 때문이다. 즉, 출력증가에 대해 주파수가 설정된 

양만큼 하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병렬운전 중 안정된 부하특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속기의 Droop 비(R)는 아

래와 같이 계산된다.



  
×      (2)

여기서, 는 무부하 상태에서의 주파수, 는 전부하 상태

에서의 주파수, 는 정격주파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다른 

Droop 비를 가진 두 개의 발전기가 병렬운전시 수식 (3)와 같은 

반비례 관계로 부하분담이 이루어진다.(Fig. 2 참조)[5] 

∆
∆

 


        (3)

 

그림    2 발전기 병렬운전시 Droop 비에 따른 부하분담량[5]

Fig. 2 Load sharing by parallel units with drooping governor 

characteristics[5]

따라서 계통에 투입되는 발전기의 용량이 다르면, 용량이 큰 

발전기가 부하분담을 더 많이 하고 용량이 작은 발전기가 부하분

담을 더 적게 하여야 계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용량

이 큰 발전기는 Droop 비를 작게, 용량이 작은 발전기는 Droop 

비를 크게 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2.3.3 발전기엔진의 순간 과부하 최대치

발전기엔진의 종류에 따라 순간 과부하 최대치가 다르므로, 이 

역시 과도안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이중연료(dual 

fuel) 방식의 발전기엔진이 사용된다면, 가스모드가 디젤모드 보

다 순간 과부하 최대치가 낮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6]. 

이는 아래 Fig. 3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따라서 급부하저감이 발생하게 되면, 빠른 동작을 위해 순간 

부하변동량(instant load step)이 큰 디젤모드로 전환시켜야 한다

[7]. 이와 같은 추진제어 방식은 이미 산업계에서도 적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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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발전기엔진의 과부하 최대치의 예시(CIMAC)[9]

Fig. 3 Example of maximum load acceptance(CIMAC)[9]

표 2 교류 배전계통 전압 및 주파수 변동률 기준(KR)[10]

Table 2 AC system voltage & frequency variation(KR)[10]

Type
Variations

Permanent Transient

Frequency ± 5 % ± 10 % (5 sec)

Voltage + 6 %, -10 % ± 20 % (1.5 sec)

다. 즉, Power Mode 는 발전기엔진이 가스모드일 경우로, 정상운

항시 추진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리고 RPM mode 에서는 

디젤모드로 변환하여, Maneuvering 시 RPM을 설정된 값으로 

빠르게 제어되도록 한다[8].

3. 선박의 부하저감

3.1 우선차단

선박에서 우선차단(Preferential Trip)이라 함은, 발전기가 과

부하 된 경우 또는 과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부하에 계속 

급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하지 않는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시

키는 것을 말한다[10]. 즉, 발전기 과부하시 PMS(Power 

Management System)에 의해 우선차단이 동작됨으로써, 선급에

서 요구하는 과도상태 기준(Table 2 참조)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때 우선차단에 해당되는 부하는 추진과 조타성능을 유지하

는데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써 주로 거주편의 용도가 포함된다. 

기존의 메인엔진 추진방식에서는 이러한 우선차단 부하량이 정상

운항에 투입되는 총 부하의 약 20∼30 %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우

선차단만으로도 과도상태에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기추진방

식에서는 약 5% 미만을 차지하므로, 발전기의 과부하량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중요부하를 탈락시키는 것과 동시에 추진부하도 함께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선차단 기능은 일반적으로 주파수 혹은 과부하량를 

감지해서 수행된다. 우선, 주파수계전기에 의한 방식은 각 상의 

주파수를 감지하여 설정된 주파수 한계값 아래로 내려가면 저주

파수계전기(UFR)에 의해 비중요부하를 트립시키는 방식이다. 선

박이 아닌, 일반 육상 전력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저주파수계전기

를 사용한 다단계 부하차단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력계

전기에 의한 방식은 각 발전기의 유효전력량이 설정된 용량 이상

으로 상승하면 전력계전기에 의해 비중요부하를 트립시키는 방식

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보호계전기를 통해 선박의 우선차단 기

능이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설계자의 설계방식에 의존된다.

3.2 FLR(Fast Load Reduction) 시스템

발전기의 추가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부하를 신

속하게 차단시켜야 한다. 즉, 발전기가 탈락 될 경우 추진부하를 

몇 % 로 줄일 것인지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FLR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도상태에서의 부하 변동량을 

식 (4)와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    
  



       (4)

여기서, 는 탈락되는 발전기의 부하량, 는　투입되는 발전기

의 개수, 는 탈락되는 발전기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발전기

당 부과되는 과도상태에서의 과부하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

 ∙ 
∙∆   (5)

여기서,  는 각 발전기의 단위 관성정수를 의미한다. 위에서 

계산된 ∆를 바탕으로, FLR 에 의해 감소시켜야 할 부하량

을 구하면 수식 (6)과 같다.

∆  ∆  
 minmax  ∙  ∆ 

  (6)

여기서, max 는 엔진의 최대허용 과부하계수,  는 발전기

의 현재 부하량, ∆는 엔진의 부하변동 용량(engine load step 

capacity)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LR 이 이루어져야 할 

최대 허용시간은 수식 (7)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  (7)

여기서, 는 부하저감이 이루어져야 하는 최대 허용시간, 

는 발전기 정격용량, ∆는 최대 허용주파수 감소율(선

급기준: -10%)을 의미한다[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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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기추진시스템의 전력조류 해석 결과(정상운항시)

Fig. 4 The load flow result of the electric propulsion system(Normal seagoing mode)

4. 과도상태 시뮬레이션 및 결과

4.1 대상선박

앞에서 설명한 부하차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대상선박

을 150,000 CBM급 LNG 추진선으로 선정하였으며, ABB 社(Fig. 

1)의 추진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우선,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에 앞

서 전력조류(power flow) 분석을 통해 정상운항 상태의 부하 용

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 4와 같이, 발전원에서 부하 말단

까지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상운

항시 추진력을 100% 사용한다면, 각 발전기당 약 80 %의 부하량

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분석조건 및 가정

부하저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정

하였다.

정상운항시 추진부하를 100% 사용, 일정 전력모드로 운전

발전기 탈락 후, 수식 (4)∼ (7)에 따라, FLR(Fast Load 

Reduction) 및 ALR(After Load Reduction)을 적용 

우선차단은 UFR 방식을 사용(주파수 설정치: 95%, 계전기 

지연시간: 0.1초)

발전기엔진(디젤엔진)의 Base Load는 80%이므로, load 

Acceptance를 20%로 선정(Fig. 3 참조)

발전기 기본 사양

- 여자기 종류 : IEEE Type AC8B

- 조속기 종류 : Woodward Gov.2301

- 터빈의 종류 : 디젤터빈(둥근회전자)

- 단위 관성정수 : H = 3 (기본값)

- 조속기의 Droop 비 : 5% (동일)

전동기 기본 사양

- 종류 : 영구자석형(둥근회전자)

- 여자기 종류 : IEEE Type AC8B

- 단위 관성정수 : H = 3 (기본값)

4.3 분석결과

4.3.1 [CASE A] 발전기 1대 탈락시의 부하저감

발전기 1대(DG2)가 탈락되었을 경우, 수식 (4) ∼ (7)을 사용하

여 우선 FLR(Fast Load Reduction)을 수행하고, 나머지 과부하

량에 대해서는 후속 부하저감(ALR)을 수행하였다. 본 시뮬레이션

에서 사용된 설정값과 그 결과값은 Table 3과 같다. 발전기 1대

가 1초에 탈락되었을 경우, Fig. 5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파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약 4초 후, 정상주파수 한계인 95% 이하로 

떨어져 UFR에 의해 우선차단이 수행되더라도 주파수 감소

는 계속된다(검정색). 이때, Table 3 에 따라 FLR을 수행하

면 주파수가 계속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100%로 회복

되지 않고 97.5%로 수렴되었다(파란색). 만약, 이러한 상태

가 지속되면 계통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FLR 후 ALR을 수행하면, 13.5 초 후 주파수가 100%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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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ASE A의 설정값 및 결과값

Table 3 The setting values & results for CASE A 

Step

Setting Value Result

condition
reducing

time

reducing

power

the 

lowest

frequency

recovery

rate

Step

1
None - -

frequency is 

decreased 

continuously

Step

2

only

FLR
3.7sec 

Propulsion

-13 % 
97.3% 97.5% 

Step

3

FLR 

& ALR

3.7sec

(FLR)

Propulsion

-13 %
97.3%

After 13.5

sec 

100%
5sec

(ALR) 

Propulsion

-18 %

그림 5 CASE A에 따른 주파수 변화

Fig. 5 Frequency response for CASE A

표 4 CASE B의 설정값 및 결과값

Table 4 The setting values & results for CASE B

Step

Setting Value Result

condition
reducing

time

reducing

power

the lowest

frequency

recovery

rate

Step

1
None - -

frequency is 

decreased 

continuously

Step

2

only

FLR
0.66sec 

Propulsion

-35 % 
95.6% 96.5% 

Step

3

FLR 

& ALR

0.66sec

(FLR)

Propulsion

-35 %
95.6%

After 19

sec 

100%
5sec

(ALR) 

Propulsion

-14 %

그림 6 CASE B에 따른 주파수 변화

Fig. 6 Frequency response for CASE B 

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빨간색). 이를 통해 발전기 1

대가 탈락되더라도 FLR 후 ALR을 수행하면, 주파수가 정

상범위 내로 회복됨을 알 수 있다. 

4.3.2 [CASE B] 발전기 2대 탈락시의 부하저감

발전기 2대(DG2, DG4)가 탈락되었을 경우, 수식 (4)∼(7)을 

사용하여 우선 FLR을 수행하고, 나머지 과부하량에 대해서는 후

속 부하저감(ALR)을 수행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설정

값과 그 결과값은 Table 4과 같다.

Fig. 6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발전기 DG2가 1초에 탈락된 후 3

초 후 다시 DG4가 탈락될 경우, 확실히 CASE A보다 주파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우선차단이 되더라도 약 10초 후에는 주파수

가 85%까지 감소되었다(검은색). 이때 FLR을 수행하면, 주

파수가 계속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100%로 회복되지 

않고 96.5%로 수렴되었다(파란색).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

속되면 계통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FLR 후 ALR

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 19초 후 주파수가 100%로 회복되었다(빨

간색). 이를 통해 발전기 2대가 탈락되더라도 FLR 후 ALR을 수

행하면, 주파수가 정상범위 내로 회복됨을 알 수 있다. 

4.3.3 [CASE C] 과도상태와 관련된 설계변수에 대한 검증

부하저감시 계통안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

여 (1) 발전기 및 전동기의 단위 관성정수, (2) 조속기의 수하특

성, (3) 제어시스템의 응답속도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4.3.3.1 발전기 및 전동기의 단위 관성정수

대형 전기추진선에 사용되는 발전기와 전동기는 일종의 대형 

회전체이므로, 단위 관성정수가 과도안정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우선 발전기의 단위 관성정수에 따른 과도상태의 영향을 

비교해보면, Fig. 7 과 같이 단위 관성정수가 작을수록 정상회복 

시간은 줄어드나, 주파수 변동폭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동기의 경우에도 Fig. 8과 같이 동일한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만약 추진용 전동기의 단위 관성정수가 적다면, 주파

수 변동폭이 클 것을 감안하여 우선차단 혹은 FLR을 통해 

저감시키는 부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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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어시스템의 응답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

Fig. 11 Frequency response for different response time 

그림 9 Droop비에 따른 상차각 변화

Fig. 9 Relevant angle response for different droops

그림 7 발전기의 단위 관성정수에 따른 주파수 변화

Fig. 7 Frequency response for different generator's H

그림 8 전동기의 단위 관성정수에 따른 주파수 변화

Fig. 8 Frequency response for different Motor's H 

4.3.3.2 조속기의 수하특성

더불어, 본 대상선박과 같이 발전기가 11MW 3개, 5.5MW 1개

로 서로 다른 용량을 가질 경우, 수식 (3)과 같이 조속기의 

Droop 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ASE A

에서 가장 작은 발전기가 받게 되는 DG4의 상차각(위상차각) 변

화를 조속기의 Droop 비에 따라 분석하였다(Fig. 9 참조). 이를 통

해 DG4의 상차각 변화를 최소화시켜 동기화력을 크게 하기 위해

서는 Droop 비를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빨간색), 3:7로 차이를 두

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검정색). 하지만 계통 전체

로 보게 되면, Fig. 10 에서 확인되듯이 Droop 비를 3:7로 수행시 

회복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므로 Droop 비를 4:6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Droop비에 따른 주파수 변화

Fig. 10 Frequency response for different droops

4.3.3.3 제어시스템의 응답속도

마지막으로 제어시스템의 응답시간도 과도상태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수이다. 즉, FLR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행

되어야 계통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Fig. 1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즉, 제어시스템의 응답시간이 짧을수록(빨간색) 계통회

복 시간이 짧고 주파수 변동폭도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어

속도가 늦을 경우에는 우선차단시키는 부하량을 늘리고 UFR의 

설정치를 보다 작게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응답속도는 제어시스템의 알고리즘 구현방식에 의존하

므로 제품 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미 다수의 업체에서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는 제어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ABB사는 

전기추진시스템의 제어를 위해 빠른 응답특성을 가지는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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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Torque Control)을 개발하였으며, Siemens의 경우에도 

GPA (Generator Power Adaptation)라는 제어시스템을 통해 발전

기의 과부하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5. 결  론

전기추진선에서의 추진력 저감은 해상 상황에 따라 안전과 직

결된 민감한 사항이므로, 계통안정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유지시키

기 위한 대응전력이 필요하다. 즉, 탈락되는 발전기 수에 따른 최

적의 부하저감 시나리오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도상태에

서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련되므로, 발전기, 전동기 및 

주파수변환기의 제어시스템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 탈락에 따른 부하저감 

대응책을 ETAP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하였다. 즉, FLR와 ALR 방

식을 적용하여 부하저감을 수행한 결과 계통의 주파수가 100%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도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인 발전기 및 전동기의 단위 관성정수, 조속기의 수하특

성, 제어시스템의 응답시간도 정상 주파수 회복시간 및 주파

수변동률과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전기추진시스템의 계통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전기추진시스템의 과도상태를 모의하고, 이에 

대한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을 연구할 예정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이루어

진 연구로서, 관계부처에 감사드립니다.(10043799)

References

[1] Kyu-Ho Kim, Kyung-Bin Song, Il-Dong Kim, Jeong-Jae 

Yang, Beom-Seob Cho, Load Shedding Schemes of 

Under Frequency Relay to Improve Reliability in Power 

Systems, KIEE(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59(7), 2010, pp.1214-1220

[2] Jan Fredrik Hansen, Rune Lysebo, Comparision of 

electric power and propulsion plants for LNG carriers 

with different propulsion systems,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 Exhibition on Liquefied Natural Gas, 

Spain, 24-27 April 2007

[3] Bok-Hee Lee, Power System Engineering, Inha 

University, pp.250, 2007

[4] Jong-Beom Lee, (New) Electric Energy Transmission 

Engineering, Cheong Moon Gak, pp.267-268, 2007

[5] Prabha Kundur, Power System Stability and Control,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McGraw-Hill, 

pp.590-591, 1994

[6] Yun Tian, Rudie Crous, Reciprocating Engine Step 

Load Response in Islanded Power Generation, Energy 

and Power Engineering, 5, pp.337-343, 2013

[7] Wȁrtsilȁ, Product Guide Wartsila 50DF, pp.10, 2012

[8] Jan Fredrik Hansen, Alf Kare Adnanes, Taking along 

increasing fuel efficiency and cargo capacity of LNG 

carriers using electric propulsion, ABB review 1, 

pp.74-79, 2009

[9] CIMAC, Transient Response Behaviour of Gas Engines, 

Position Paper by the CIMAC Working Group "Gas 

Engines", 2011

[10] KR, Ru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Steel Ships - Part 

6 Electrical Equipment and Control Systems, pp.1,6, 

2014 

[11] Damir Radan, Integrated Control of Marine Electrical 

Power Systems, Thesis for the degree of philosophiae 

doctor, NTNU, pp.11, 24-26, 2008

[12] Damir Radan, Tor A. Johansen, Asgeir J. Sørensen, Alf 

Kåre Ådnanes, Optimization of Load Dependent Start 

Tables in Marine Power Management Systems with 

Blackout Prevention, WSEAS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4(12), 2005

저   자   소   개

김 경 화(Kyung-Hwa Kim)

1986년 7월 11일생. 2009년 경북대 전자전

기컴퓨터공학과 졸업. 2009년 STX조선해양 

전장설계팀 주임. 2011년∼현재 (사)한국선

급 기술본부 기관기술연구팀 선임연구원

Tel : 070-8799-8759

E-mail : kimkh@krs.co.kr

김 대 헌(Dae-Heon Kim)

1965년 12월 25일생. 1989년 인하대 조

선공학과 졸업. 1991년 동 대학원 조선

해양공학과 졸업(석사). 1992년 해군본

부 조함단 해군감독관. 1995년 (사)한국

선급 입사. 현재 (사)한국선급 연구소장

Tel : 070-8799-8590

E-mail : dhkim@krs.co.kr

이 석 현(Seok-Hyun Lee)

1963년 2월 3일생. 1985년 서울대 전기공학

과 졸업. 1987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

(석사). 1993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

(박사). 1993년 현대전자 반도체 연구소 근

무. 1995∼현재 인하대 전기공학과 정교수

Tel : 032-860-7392

E-mail : plasma@inha.ac.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45.000 394.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