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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IL 시뮬레이션은 복잡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HIL 테스트는 

해양플랜트와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C의 PMS 성능 검증을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이 된다. 그러나 국내 조선

소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스스로 HIL 테스트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전력 공급 장치 / 소비 장치, 제어콘솔, MSBD 로 구성된 FPGA 기반의 PMS-HIL 시뮬레이터를 제안한다. 제안된 

HIL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실제 장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PMS의 부하 공유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대칭, 비대칭 및 고정 부하분배를 통해 검증하였고 공장수락시험 대체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향후 에너지관리시

스템 개발을 비롯한 선박 자동화 및 자율운항을 위한 추가 시스템 개발 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Hardware-in-the-loop (HIL) simulation is a technique that can be employed for developing and testing complex 
real-time embedded systems. HIL simulation provides an effective platform for verifying power management system 
(PMS) performance of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s, which are high value-added vessels such as offshore plants. However, 
HIL tests conducted by research institutes, including domestic shipyards, can be protracted. To address the said issue, this 
study proposes 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PGA) based PMS-HIL simulator that comprises a power supply, 
consumer, control console, and main switchboard. The proposed HIL simulation platform incorporated actual equipment 
data while conducting load sharing PMS tests. The proposed system was verified through symmetric, asymmetric, and 
fixed load sharing tests. The proposed system can thus potentially replace the standard factory acceptance tests. 
Furthermore, the proposed simulator can be helpful in developing additional systems for vessel automation and 
autonomous operation,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energy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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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양플랜트와 같이 고부가가치선으로 분류되는 액화

천연가스운반선(Liquified Natural Gas Carrier, LNGC) 
건조 시 시운전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통합 및 

안전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사전 시

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특히, LNGC의 전력 관리 시스템 

(Power Management System, PMS)은 원하는 성능과 안

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제어 시스템과 긴밀하게 통

합되어 작동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PMS는 생성된 

유효 및 무효 전력뿐만 아니라 시스템 주파수 및 전압 

제어가 가능하다[1]. 또한, 통상 발전 및 전력 소비 시 정

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PMS의 오동작 및 고장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주요 설비 가동 중단을 초래하며 

심지어 정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

력 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2][3].
PMS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 현장 검증 및 소

프트웨어 기반 시뮬레이션과 같은 기존 방법이 있다. 이 

중 직접 검증 기법은 실제 상황에서 전력부하기, 아날로

그 또는 디지털 계측기를 사용하여 PMS의 기능을 직접 

평가한다. 그러나 직접 평가방법은 높은 물리적 비용과 

안전상 위험이 뒤따른다. 반면 소프트웨어 기반 시뮬레

이션의 결과는 전력 시스템 구성 요소의 모델 정확성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순수한 하드웨어 기반 테스트는 복

잡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에 따른 유연함이 부족하다[4].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테스트의 장점을 살리고 하

드웨어 기반 테스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HIL 
(hardware-in-the-loop) 시뮬레이션이 활용되어 하드웨

어 테스트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 기법은 규칙 및 규

정에 따라 시스템 오작동, 잘못된 계산된 구성 매개 변

수 및 시스템 오류와 같은 문제를 확인하는 비용을 줄인

다. 아울러 HIL 시뮬레이션은 전자 장비 솔루션의 성능 

테스트, 검증, 평가, 개발 및 진단을 제공한다[5]. 그러나 

국내 조선사들은 직접적으로 PMS 평가 수행이 어려워 

해외전문기관에 고비용을 지불한다[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

이 LNGC의 PMS 컨트롤러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화된 

실시간 HIL 시뮬레이션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개발한

다.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아키텍처는 시뮬레이션 환경

부와 주요기기 제어부로 나뉘고, 시뮬레이션 환경부는 

HIL 시스템의 대상인 목적 시스템 시뮬레이터부와 해

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

된다. 또한 주요기기 제어부는 데이터 획득 및 제어, 프
로세스 제어 네트워크, HMI(Human Machine Interface)

Fig. 1 Proposed HIL test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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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어 HIL 테스트 대상 시스템과 HIL 시뮬레이터 

간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 부분이 된다. 
PMS HILS 구현을 위해 제안한 시뮬레이션은 National 

Instrument PXI에서 LabVIEW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HILS의 복잡성을 단순화한다. 기존의 시뮬레이터와는 

달리 제안된 방법론은 실제 선박 환경을 모델링하기 위

해 온보드 제어 콘솔 (Control Console, CC) 및 메인 스

위치 보드 (Main Switch Board, MSBD)를 활용한다. CC
와 MSBD를 통신하는 방법은 이더넷 통신과 IEC61850 
프로토콜을 통해 OPC(OLE for Process Control) 서버 / 
클라이언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개발된 테스트 

베드의 통신 속도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기반 PMS-HIL 시뮬

레이터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하였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

는 LNGC의 PMS-HIL 테스트 베드 개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3장에서는  PMS-HIL 시뮬레이터 성능 

검증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고찰을 하고 4장
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LNGC PMS-HIL 테스트 베드 개발

2.1. LNGC의 PMS-HIL 시뮬레이션 모델링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의 "전력 관리 시스템"이란 

용어는 실제 부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전기의 자동 

구동 및 정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비롯하여 매

우 광범위한 제어 시스템에 적용된다.
LNGC의 PMS는 고전압(High Voltage)및 저전압

(Low Voltage), 배전반, 발전기 및 기동 제어를 위해 프

로그램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이다. 이 시스템은 발전과 

전력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디젤 발전기와 터빈 발

전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한다. 
또한 PMS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력/출력을 위한 하드

와이어링과 더불어 이더넷 통신을 통해 HV 주배전반, 
HV 화물창 배전반 및 LV 배전반과 인터페이스 된다.

HIL 시뮬레이션은 복잡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HIL시

뮬레이션은 제어 중인 발전소의 복잡성을 시험 플랫폼

에 더함으로써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제어 중인 

발전소의 복잡성은 모든 관련 동적 시스템의 수학적 표

현을 추가함으로써 시험 및 개발에 포함된다. 특히 HIL
시뮬레이션은 차량, 항공기, 선박 및 육상/해양플랜트에 

내장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7].
PMS 성능 테스트를 위해 LNGC의 주요 구성 요소는 

표1과  같이 MATLAB / Simulink를 사용하여 모델링한

다. 전원 공급 장치 모델은 2개의 터빈 발전기, 하나의 

디젤 발전기 및 조정기로 구성된다. 아울러 주전력 소비 

모델은 선수 추진기, 화물 펌프, 밸러스트 수 펌프 및 

LNGC에서 통상 소요되는 부하들로 구성된다[8].

Table. 1 Specification of generators and heavy consumers

Equipment Power
(kW)

Voltage
(V)

Frequency
(Hz)

Diesel Generator 3,450 6,600 60

Turbine Generator 3,450 6,600 60

Bow Thruster 1,800 6,600 60

HD Compressor 1,000 6,600 60

Cargo Pump 530 6,600 60

Ballast Pump 330 6,600 60

Lumped Load 1,000 440 60

Fig. 2 Overall Circuit of Power Supply and Power 
Consumer[8]

디젤 및 터빈 발전기의 경우 최대 출력, 전압, 주파수 

각각 3.45MW, 6,600V, 60Hz를 기본으로 사양을 정의

하였다. 아울러 표1과 그림 2와 같이 PMS 모델링 사양

에 맞게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그림 2는 

MATLAB/Simulink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전반

적인 단선 회로도를 보여 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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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모델링을 위해 전력 모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SimPowerSy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2.2. PMS-HIL 인터페이스

PMS의 기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그림 3은 PMS- 
HIL 시뮬레이터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PMS–HIL 시뮬

레이터는 NI사의 PXI 하드웨어 위에 Phar Lap ETS, 
LabVIEW Real-Time Operating System, NI VeriStand
로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한다. PMS-HIL을 위한 오류 

주입 알고리즘은 Mathworks의 MATLAB/Simulink로 

구현하고,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을 개발하여 통합

한다.
본 연구에서 PMS-HIL 테스트 대상 시스템은 K사의 

PMS2500 이다. 그림 4와 같이 제어콘솔(CC)과 주배전

반(MSBD)을 사용하여 LNGC에서 운용되는 유사한 환

경을 구성한다. 
컨트롤 콘솔은 선박의 주 엔진 컨트롤 유닛, 알람 모

니터링 장치 및 기타 제어 장치에 설치되어 결함과 오작

동을 점검한다. 쉬운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해 제

어 콘솔 화면의 레이아웃은 전원 공급 장치, 전력 소비 

장치, 모니터링 서버 같은 3개의 별도 그룹으로 분할된다.

Fig. 3 Shipbuilding application architecture for PMS-HIL 
simulator

주배전반은 유용한 전원 보호 수단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중앙 수단으로도 사용된

다. 기존 MSBD는 일반적으로 변압기, 모터, 발전기, 콘
덴서, 버스, 배전 공급 라인 등 일반적으로 고전압 및 저

전압 전원 회로의 보호 및 전환에 사용된다. 발전기 모

델에 적용하고 PXI, CC, MSBD와 인터페이스를 위해 

MSBD는 전류 값(4–20mA)에 따라 구동된다. 시뮬레

이션 모델의 아날로그 조건 값은 표 2의 유선 연결을 통

해 고정 전류 값으로 변환된다.

Fig. 4 Overall configuration of PMS-HIL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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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ardwire Converting Table

Simulation Model (PXI) MSBD

Voltage 0~8,000 V 4~20 mA

Frequency 55~65 Hz 4~20 mA

Power 0~4,500 kW 4~20 mA

Current 0~380 A 4~20 mA

이 프로세스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LNGC의 실제 아

날로그 신호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PXI에서 출력 전

류를 조정한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유사한 LNGC 환경

에 PMS-HIL시뮬레이터를 구성하여 HIL 테스트베드를 

개발한다. 아날로그 신호는 NI 사의 PXI와 Allen 
Bradley사의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기(PLC)간 직접 

연결되어 있고, 디지털 신호는 LabVIEW OPC 서버/클
라이언트 기법을 통해 공유 변수로 기기 간 통신한다. 

Fig.5 MCU based FPGA board design

OPC 서버와 함께 PMS 통신 시간인 100μs로 충족하

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로 구현한다. 이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수행 시간과 시뮬레이션 지능화를 추구할 

수 있고 보다 복잡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실시간 시뮬레

이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5는 MCU(Main 
Control Unit) 기반 FPGA 보드 설계 결과로 PMS-HIL 
시뮬레이터 및 PMS와 연동 가능하도록 외부 인터페이

스를 설계하고, 데이터 획득 및 시뮬레이터 모델 입출력 

소스 외부 인터페이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선박

에 사용되는 발전기를 비롯한, 화물창 펌프, 선수추진

기, 평형수 펌프 등 장비의 모델링된 수식을 코드로 변

환하여 HILS 기반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300Mhz 이상 

고성능의 FPGA MCU를 이용하여 FPGA 보드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Ⅲ. LNGC PMS-HIL 시뮬레이터 성능 검증

Fig. 6 Temperature chamber test result of FPGA board

그림 6은 PMS-HIL 시뮬레이터의 핵심인 FPGA 기반 

보드의 고온/저온 저장시험 결과이다. 고온/저온 챔버 

테스트는 임베디드 시스템 테스트 프로시저에 맞춰 저

온은 –25℃에서, 고온은 65℃에서 6시간 지속하였을 

때 결과를 나타내고 이상동작은 없었다. 아울러 방송통

신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 테스트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PMS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테스트는 PMS-HIL시뮬

레이션 환경에서 수행되고, 선급에서 제시한 PMS의 기

능 설계 사양에 맞춰 검증된다. 발전기 제어와 PMS 사
이의 성능 검증은 기본적인 회로 차단기 원격 제어부터 

부하 공유 시험, 조속기 시험 및 병렬 구동 시험을 통해 

확인 한다.
그림 7은 회로 차단이 원격으로 가능한지 테스트한 

결과로 서버 및 클라이언트측 on/off 버튼으로 MSBD가 

직접 구동하는지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낸다. 실시간 동

작에 전혀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디젤발전기(DG), 터
빈발전기(TG)를 비롯한 6,600V의 고전압 부하단과 

440V의 저전압 부하단의 전력정보를 확인하고, 차단기

를 통해 제어가 가능하다.
HIL 테스트 사례 중에서 부하 공유는 PMS의 전체 기

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능으로서 부하 공유 테스트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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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부하 공유는 대칭, 비대칭 및 고정 부하 공유로 

분류한다.

Fig. 7 Control panel verification of main switchboard 

대칭 부하 공유 모드에서 병렬로 실행되는 발전기의 

부하는 정격 전력의 불감대 ±3%내에서 동일해야 한다. 
표 3에 나온 것처럼 실험 결과도 유사한 조건을 나타내

며, 이는 총 전력 5,775 kW을 생성한다.
비대칭 부하 공유 모드는 세 개의 발전기의 작동 기능

을 평가한다. 선택된 주발전기는 80%까지 부하가 인가

되고 다른 부발전기는 부하를 공유한다. 본 연구에서 시

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선택된다. 3개의 발전기는 TG1
(마스터), TG2(오프), DG(슬레이브)로 구동되고, 총 부

하는 4,729kW이다. 이는 선수 추진기(1,800kW), 화물

창펌프(각각 530kW), 평형수 펌프(각각 330kW), 나머

지 부하(1,000kW)로 나뉜다.
비대칭 부하 공유 모드에서 남은 전력을 소모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TG1을 변경할 경우,  DG가 마스터로 자

동 변경된다. 슬레이브가 아닌 발전기가 과도한 부하

(90%)또는 가벼운 부하(20%)를 발생하는 경우 마스터 

발전기가 각각 전원을 증가/감소시켜 비과부하 또는 역 

방향 전원 공급을 방지한다. 그림 8은 비대칭 부하 공유 

시험조건 하에서 표 3이 PMS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

한 결과를 보여 준다.

Fig. 8 Result of asymmetric load sharing in PMS

Item Conditions Results

Symmetric 
load sharing

- Power Generator:
5,775 kW

- TG1: 1,925 kW
- TG2: 1,925 kW
- DG: 1,925 kW
- Dead band:

±3% of rated power

- Power Generator: 
5,775 kW

- TG1: 1,931 kW
- TG2: 1,931 kW
- DG: 1,913 kW

Satisfied

Asymmetric 
load sharing

- Power Generator: 
4,720 kW 

- TG1:2,760 kW(80%)
- TG2: OFF
- DG: 1,960 kW
- Dead band: 

±3% of rated power

- Power Generator: 
4,746 kW

- TG1: 2,754 kW
- TG2: OFF
- DG: 1,992 kW

Satisfied

Fixed load 
sharing

- Power Generator:
4,720 kW

- TG1: 2,415kW(70%)
- TG2: OFF
- DG: 2,304 kW
- Dead band : ±3% of 

rated power

- Power Generator: 
4,735 kW 

- TG1: 2,426 kW
- TG2: OFF
- DG: 2,309 kW

Satisfied

Table. 3 Load sharing test results

고정부하 모드에서는 선택된 주발전기의 부하 공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부하의 발전기를 선택

할 수 있다. 시험 조건은 TG1의 총 출력 비율이 70%로 

설정된 경우 비대칭 부하 공유와 유사하다. 표 3이 고정 

하중 분담 테스트 조건 하에서 PMS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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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HIL테스트는 LNGC의 PMS를 평가하는 중요한 솔

루션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장 잘 알려진 평

가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를 비롯한 연

구기관에서 스스로 HIL 테스트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이거나 SIL 시뮬레이션 과정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력 공급 장치 / 

소비 장치, 제어콘솔, MSBD로 구성된 FPGA 기반 

PMS-HIL시뮬레이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HIL시뮬레

이션 플랫폼은 실제 장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PMS의 

부하 공유 테스트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특히, 부하

공유 비교 테스트 결과는 제안된 시스템이 대칭, 비대칭 

및 고정 부하분배의 ±3% 불감대를 만족함으로써 공장

수락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보여 준다.
향후 제안된 PMS-HIL시뮬레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PMS 성능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을 비롯한 선박 자동화 및 자율

운항을 위한 추가 시스템 개발 시 많은 도움을 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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