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7 : 1455~1463 Jul. 2017

배터리 연계형 선박 전력관리시스템의 중부하 제어

강영민1 · 장재희2 · 오진석2*

The heavy load control of ship's battery connected power management 
system

Young-Min Kang1 · Jae-Hee Jang2 · Jin-Seok Oh2*

1Underwater Vehicle Research Center,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49112, Korea
2Division of Marine Engineering,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49112, Korea

요  약 

세계경기가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짧은 호황 긴 불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경기가 하락

하여 선박 유지비용의 절감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린 선박, 에코 선박, 스마트 선박과 같은 선박의 에너지

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친환경 선박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력관리시스템은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만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선박의 전력관리시스템의 중부하 제어를 분석하고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스템에서 중부하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

스템의 구성을 제안하고 제안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배터리 연계형 전력 시뮬레이터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시뮬레이터

를 통해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스템에서 중부하 제어에 따른 배터리의 동작을 정의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ABSTRACT

Global economy has recorded low growth, low consumption, high unemployment rate, high risk, short boom and 
long recession. As a result, maritime economy declines and the reduction of maintenance costs is inevitable. Thus, 
Studies such as green ship, eco ship, and smart ship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to save energy of ship. Power 
management system that use batteries in green ship is an important research area.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heavy 
load control of a power management system of a general ship using only a generator, and study a heavy load control 
algorithm for a battery connected power management system. To study this, a structure of battery connected power 
management system is proposed and a battery connected power simulator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proposed 
system. Through the simulator, the operation of the battery according to the heavy load control is defined and 
confirmed in the battery connected powe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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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해운산업은 세계경기 침체에 의해 뉴 노멀(new 

normal)의 격랑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뉴 노멀’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부상한 새로운 경제 질

서를 일컫는 말로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짧은 호황 긴 불황 등을 의미한다[1]. 이에 따라 운임이 

하락하여 선박의 운항비용절감이 불가피해 졌으며 비

용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박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석연료 사

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 선박, 에

코 선박, 스마트 선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있다[2]. 

이러한 선박의 하나로 배터리를 연결하여 선내 부하를 

고부하로 유지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스템이 연구 중에 있다[3-5]. 본 논문에서는 

전력관리시스템과 중부하 제어 기능을 소개하고 배터

리 연계형 전력관리시스템에서 중부하를 제어해야하는 

방법 및 관련 실험 결과를 제안한다. 

Ⅱ. PMS 중부하 제어 기능

선박에서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은 선박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내 발전

기 및 부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력관리시스템은 

발전기의 운전대수 관리 및 과부하시, 부하를 분류하여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차단하는 제어 등을 수행한다. 

전력관리시스템에서 선박의 전력체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1 User interface of power management system

그림 1은 개발한 시뮬레이터의 전력관리시스템의 화

면 구성도이다. 전력관리시스템은 표 1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Table. 1 PMS functions

No. PMS function

1 Generator control

2 Breaker control

3 Starter motor control

4 Synchronization

5 Non-critical load break

6 Heavy load control

7 Tab change control

전력관리시스템은 발전기의 작동 및 정지를 원격으

로 제어할 수 있으며 발전기를 투입 혹은 해제하기 위

한 차단기 등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발전기 병렬 

운전 시에는 두 발전기가 동기화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 

또한 조속기를 통하여 발전기의 부하를 조절하여 발전

기가 정격 전력 이상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발전

기 과부하나 비상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하를 차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

하는 그룹별로 제어한다. 필요한 전력이 큰 중부하 동

작 시에는 발전기의 여유전력을 판단하는 중부하 제어

를 수행한다. 

중부하는 선박의 전력부하 중 단일부하가 소비하는 

전력이 높은 부하로 선박의 종류에 따라 Bow thruster, 

cargo pump, jack up system, compressor 등이 포함된다. 

중부하는 일반부하와 달리 하나의 장비가 소비하는 전

력이 높으므로 갑작스런 부하의 기동은 발전기 트립 및 

정전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

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박의 전력관리시스템은 중부하의 동작

요청이 왔을 때 투입시기를 관리한다. 중부하는 순간적

으로 많은 전력을 요구함으로 발전기 과부하 방지 및 

정전현상을 막기 위해 전력관리시스템의 중부하 제어 

기능은 필수적이다. 중부하의 전력 소비량은 저항성 중

부하의 경우 식 1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cos


×                            (1)



배터리 연계형 선박 전력관리시스템의 중부하 제어

1457

[kW]은 저항성 중부하의 정격출력이며, 는 부

하 여유치, cos[%]는 발전기의 역률이다. 중부하가 

유도성 부하(모터)일 경우 과도 상태를 고려하여 발전

기에서 필요한 여부 부하량을 식 2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Ln × cos
×× cos×

                  (2)

[kW]은 유도성 부하의 정격출력이며, [kVA/kW]

는 전동기 출력 당 필요 시동 전력, cos는 기동돌입부

하의 기동 역률, 는 시동 계수 (직입 : 1.0, Y-△ : 

0.67), 는 K는 원동기 과부하 내량이다. 위와 같은 식

을 사용하여 중부하 투입 시, 필요한 전력량을 알 수 있

다. 선내에서 중부하의 사용 요청이 오게 되면 전력관

리시스템에서 설정되어 있는 사용 요청된 중부하의 예

상 전력 값을 발전기의 여유전력과 비교하여 중부하 기

동여부를 판단한다. 그림 2는 중부하가 요청되었을 때 

여유전력이 부족하여 발전기가 투입되는 타임차트를 

보여준다[5].

그림에서 중부하 작동 요청이 들어올 경우 중부하가 

바로 투입되지 않고  발전기 기동 지연 시간이 지난 후

에 2번 디젤발전기가 기동한다. 여유전력이 없을 경우 

PMS에서 충분한 여유전력을 확보한 뒤 중부하를 연결

하게 된다. 이후 중부하의 작동 지연 시간이 지난 이후

에 중부하가 투입된다. 중부하 연결은 발전기의 안정화 

이후 진행되어야 함으로 약 4초정도의 지연시간 이후에 

중부하를 연결한다[6]. 중부하 정지 신호가 들어오면 중

부하를 바로 정지시키며, 발전기 정지 지연 시간이 지

난 이후에 2번 디젤발전기를 정지시킨다. 이때 두 개 이

상의 중부하 요청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우선순위가 높

은 중부하에 대한 연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남은 중부하

의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중부하 제어는 여

유 전력이 부족할 때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것이 핵심으

로 하며 안전을 위해 지연 시간이 사용된다.

Ⅲ.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스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력관리시스템은 친환경 선박

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7]. 선박에서 발전

기의 용량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

된다. 하지만 선박의 전력소모량은 운용 상황 및 부하

사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대형 상선 중 특히 

컨테이너 선박에서는 선적하는 냉동컨테이너의 양에 

따라 필요전력의 차이가 많이 남에 따라 여유분의 발전

기를 포함하여 3대 및 4대의 발전기를 설치한다. 즉, 선

내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항해 중에는 1대 또는 2

대의 발전기를 운전하여 선내 전력을 공급하고, 입․출

항 및 선적 하역을 함에 따라 항해에 필요한 발전기 운

전대수보다 1대 또는 2대의 발전기를 추가로 기동하게 

된다. 이처럼 단기간의 높은 부하를 고려한 발전기의 

용량선정은 운항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항

해 시에 발전기 저 부하 운전을 초래하게 된다. 발전기 

저 부하 운전은 저온부식 등으로 인해 발전기 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발전기의 전력생산 효율

도 감소한다[8]. 발전기의 전력생산 효율은 발전기의 

SFC(Specific Fuel Consumption)를 사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3)

 [kg/h]은 사용한 연료량이며 [kW]는 기관의 제

동 출력이다. SFC[kg/kWh]는 연료 소비율로 1kW를 생

산할 때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나타난다. SFC가 높으면 

동일 전력을 생산할 때 연료가 많이 소비된다. 발전기

의 SFC는 발전기의 부하율에 따라 다르며 그림 3은 

MAN V28/33D 디젤기관의 SFC곡선을 나타낸다. Fig. 2 Heavy load control tim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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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FC curve of Diesel engine MAN V28/33D

디젤기관이 발전기로 동작 할 때, 발전기의 출력이 

증가할수록 SFC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500kW/cyl

가 최대 출력이므로 100% 보았을 때, 80%부근인 

400kW/cyl에서 SFC가 제일 작고 이후에 약간 상승한

다. 따라서 일반적인 발전기에서 동일한 전력을 사용했

을 때 선내 부하를 고부하로 유지할수록 연료효율이 좋

아질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9].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스템(BPMS; Battery 

connected Power Management System)은 배터리를 활

용하여 디젤 발전기의 평균 운전 부하율을 보다 높게 

함으로 선내 전체 전력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킨다[10]. 

기존 선박의 전력시스템의 경우 발전기만을 이용하여 

선내 전력을 공급하지만,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스

템의 경우 배터리 충전 및 방전을 위한 장비가 추가적

으로 필요하며 발전기와 연동이 가능한 제어시스템이 

필요하다.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스템은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를 

가지는 시스템을 LCS(Load Control System)라고 칭한

다. LCS의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LCS 제어기는 PMS

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발전기와 

배터리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하게 된다. 

LCS는 BMS과 PMS를 연계한 시스템으로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특성을 활용하여 선내 전체 발전효율을 높

일 수 있도록 한다. LCS를 사용하여 선내 전체 발전효

율을 높이기 위해 발전기 부하가 낮은 상태에서는 배터

리를 충전하여 SFC 곡선에 따라 효율이 높고 발전기가 

과다 운전되지 않는 지점(약 85%)에서 운전이 가능하

도록 하며, 발전기 부하가 높아 병렬운전이 필요할 때 

배터리 전력을 버스라인에 공급하므로 발전기 병렬운

전 초기에 저부하 가동시간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가

진다. 

Ⅳ. 배터리 연계형 전력 시뮬레이터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선내 전력 환경과 유사하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

며 이를 LCS 시뮬레이터라 칭한다. LCS 시뮬레이터는 

발전기 2대를 가동하여 출력전원 AC 220V를 생성하여 

구성된 선내 부하의 동작에 따라 LCS의 동작 및 알고리

즘을 테스트한다. 발전기에서 생성된 전원소스는 각 부

하 앞단의 전자접촉기를 경유하여 부하에 전원을 공급

한다. 각 부하의 전원공급 스위치의 작동여부는 PMS에

서 모니터링 되며 구성된 알고리즘에 따라 발전기의 병

렬운전 또는 배터리 전원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발전기

는 발전기 간에 위상동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구성

된 부하는 중부하와 일반부하로 나누어 중부하 동작 시

에는 중부하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시뮬레이터에 

구성된 발전부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Table. 2 Specification of generation parts 

Generator Battery

Type EU30 lead-acid

Voltage AC 220V DC 12V 

Power 3kVA 780Wh

Frequency 60Hz -

Unit 2 12

Total AC 220V 6kVA DC 24V 780Wh

Fig. 4 LCS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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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esel generators and lead-acid batteries

발전기의 SFC는 혼다 발전기의 정격전력에 대해 사

용 전력을 %로 환산하여 앞에서 구한 MAN V28/33D

의 SFC를 사용하여 값을 구하였다. 그림 5은 구성된 발

전기과 배터리의 사진을 나타낸다.

구성된 발전기는 PMS, 배터리는 BMS를 통해 제어

한다. PMS에서 구현된 기능은 아래와 같다.

- 발전기 제어기능 : 발전기 Start Command를 PMS 

Test Panel에서 Relay 접점을 통해서 제어를 함. 

- 차단기 제어기능 : 소형 MCB를 주차단기로 사용하

여  MCB 2차측에 MC를 설치하여, 차단기 제어

- 동기화 : 발전기 자체의 동기화 기능을 이용

- 부하제어기능 : 실제 PMS의 부하 차단기능 대신에 

부하 제어기능을 추가

BMS는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발전된 전력과 기존 

전력과의 동기화, 배터리 건강관리, 배터리 관리 등을 

수행한다. LCS 시뮬레이터의 제어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구성된다.

LCS 시뮬레이터의 하부 장비들은 PMS와 BMS 제어

기에서 제어되며 두 제어기는 LabVIEW로 구성된 LCS 

제어기와 통신을 하여 통합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7은 

구성된 PMS와 BMS를 나타낸 사진이다.

Fig. 7 Panels of PMS and BMS

LCS 시뮬레이터에서 구현된 부하의 종류는 표 3과 

같다. 실부하는 실제 장비를 구동하여 전력을 소비하며, 

테스트 부하는 부하조정기를 이용하여 미리 프로그램 

된 부하를 사용한다. 시뮬레이터에서 부하의 정격소비

량은 여유 부하량을 계산한 값으로 간주한다.

Table. 3 Electrical Loads Specification

No. Loads
Power

consumption Classification

1 No.1 real load 57 [W] Normal load

2 No.2 real load 40 [W] Normal load

3 No.3 real load 765 [W] Heavy load

4 No.4 real load 1,262 [W] Heavy load

5 No.1 test load 1,000 [W] Normal load

6 No.2 test load 300 [W] Normal load

7 No.3 test load 300 [W] Normal load

8 No.4 test load 400 [W] Normal load

9 No.5 test load 0~1,000 [W] Normal loadFig. 6 The control system of LCS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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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된 부하 중 3번 및 4번 실부하가 중부하로 동작

하게 되며 나머지 부하는 일반 부하로 동작한다. 일반 

부하의 경우 ON/OFF 동작이 바로 되나, 중부하의 경우 

ON시 중부하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제어된다.

Ⅴ. BPMS 중부하 제어 알고리즘

BPMS에서 중부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

관리 시스템의 중부하 제어에 배터리의 상태에 따른 충

방전 제어가 추가되어야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룰 

제어하기 위해 배터리의 상태를 대기, 충전, 방전 3가지

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BPMS 중부하 제어 알고리즘은 

중부하 요청 시 여유전력에 따라 배터리의 상태 제어 

및 발전기의 동작을 제어한다. 제안하는 BPMS 중부하 

제어 알고리즘은 그림 8과 같다.

Fig. 8 Heavy load control algorithm

중부하의 동작 요청이 왔을 때 먼저 제어기에서 여유 

전력을 확인한다. 현재 가동 중인 발전기로 중부하 장

비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면 지연 시간 이

후 중부하를 투입한다. 이와 달리 현재 가동 중인 발전

기로 중부하 장비에 전력 공급이 어려울 시 배터리 

SOC(State Of Charge)에 따라 배터리를 방전 상태나 대

기 상태로 변경한다. 배터리 상태 변경 후에도 전력 공

급이 어려울 시 stand by된 발전기를 투입한다. 발전기

가 최대로 병렬 운전된 후에도 발전량이 미달이거나 부

하량이 과다할 시에는 중부하를 투입하지 않으며, 요청

신호를 off 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전력

관리시스템보다 발전기 사용을 최소화 하고 중부하의 

요청 부하에 따른 배터리 투입 제어가 가능하다. 

시뮬레이터에서 LCS 제어기를 사용하여 중부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PMS에서 LCS로 보내는 신

호 2개와 LCS에서 PMS로 보내는 신호 2개가 필요하

다. 이때 PMS에서 LCS로 보내는 신호 중, 중부하 동작

을 나타내는 Heavy Load 신호, 부하 동작 요청을 나타

내는 신호를 Request 신호라고 칭한다. LCS에서 PMS

로 보내는 신호는 중부하 동작 허가를 위한 Heavy load 

ON command 신호, 발전량 미달 혹은 부하량 과다로 

인해 중부하의 요청을 거절하기 위한 Request OFF 신

호가 필요하다. 중부하가 많을 경우 중부하 마다 신호

들을 구성한다. LCS에서 중부하를 제어하기 위해 PMS

와의 통신 로직은 표 4와 같다. 

Table. 4 Communication logic for heavy load control

No. Sequence
PMS LCS

HL Request HL on 
Comd.

Request 
OFF

1 Normal F F F F

2

HL request F T F F

LCS check F T F F

LCS response
(HL ON) F T T F

PMS response
(HL ON) T T T F

LCS response
(HL OFF)

F T F T → F

PMS response
(HL OFF) F F F F

3

HL stop
F F T F

F F F F

LCS 
response

F F F F

F F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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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험 및 결과

제안한 BPMS 중부하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배

터리 연계형 전력 시뮬레이터에서 중부하 제어 기능을 

실험 하였다. 실험에서는 중부하 변동 시 발전기에 과

부하가 걸리지 않고 배터리가 적합한 제어 동작을 수행

하는지 확인하였다. 발전기의 지연시간은 빠른 실험을 

위해 3초 이내로 설정하였다. 그림 9는 3번 실부하가 중

부하로 동작하였을 때의 여유전력이 부족하여 발전기

가 투입되는 신호의 동작을 나타낸 타임차트이다.

Fig. 9 Control signal time chart

중부하 (3번 실부하)의 동작 요청이 입력되었을 때, 

LCS 제어기에서 여유 전력을 판단한 후, 여유 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번 발전기를 먼저 동작 시켜 전

력을 확보한 후 지연시간 이후에 중부하가 투입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동일한 시간에서 발전기

의 동작 상황을 나타낸 타임차트이다.

Fig. 10 Generator operation time chart

1번 발전기는 일반부하의 투입으로 인해 계속 부하

가 증가한다. 후에 중부하의 동작 요청으로 인해 2번 발

전기가 병렬운전 되어 부하를 일정하게 분담한다. 이후 

중부하가 정지되었을 때, 부하가 하락하여 발전기 정지

지점에 도달하여 지연시간 이후 2번 발전기가 정지되게 

된다. 발전기는 3000W에서 최대 부하를 가지나 제어를 

통해 85% 미만으로 발전기의 전력이 제어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11은 실부하와 테스트 부하의 변동

에 따른 전력 부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1 Electric load time chart

전력 부하는 중부하 제어 알고리즘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동작을 조정하였다. 실부하는 실제 장비를 

사용하므로 전력이 바로 총 부하에 반영이 되나, 테스

트 부하는 일반적인 낮은 부하를 표현하므로 부하조정

기에서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부하를 출력하도록 제

어하였다. 그림 12는 배터리의 동작과 부하의 변화를 

나타낸 타임차트를 나타낸다.

Fig. 12 Battery operation and total load tim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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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초기에 발전기가 저부하로 운전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전상태가 되어 발전기 부하로 출력된다. 

중부하 동작 시, 배터리의 상태가 충전에서 대기로 변

경되며 대기상태에서도 여유부하가 없었기 때문에 발

전기가 병렬 운전된다. 중부하 정지 시, 낮은 부하 상태

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기 전에 발전기의 병렬운전 해제

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 배터리 충전 시 발전기 

2대의 정지부하를 초과하여 저부하로 운전되지 않도

록 한다.

Ⅶ.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에서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

스템을 구성하였을 시, 중부하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

고 동작을 확인하였다. 기존 선박의 전력관리시스템의

중부하 제어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터리 연

계형 전력관리시스템에 적합한 중부하 알고리즘을 제

안 및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배터리 연계형 전력관리

시스템에서 새로운 중부하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였

을 때 선박 전력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발전기의 

전력이  85%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은 배터리 방전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추후 알

고리즘 개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다.  이후 선박에서 배

터리 연계형 전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시, 논문을 통해 

전력관리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

로 선박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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