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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선박용 해수펌프를 ML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PCS를 제안한다. 
PCS가 탑재된 2척의 선박에서 해수온도, RPM, 전력 소모 데이터를 취득하여 회귀 분석법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알

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Ship A는 PCS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하여 약 36%를 절

감하였고, 특정 해역온도인 19~27℃와 32℃이상의 해역에서 ML 기반의 알고리즘이 Ship A의 PCS보다 약 1% 더 

절감하였다. Ship B는 PCS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하여 약 50%를 절감하였고, 특정 해역온도인 19℃이상의 해

역에서 Ship B의 PCS보다 약 2%더 절감하였다. 도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펌프 속도와 항로를 제안할 수 있

다. 추가적으로, 취득 데이터의 추세를 활용하여 효율이 낮아졌을 시에 펌프의 성능이나 MGPS의 소제 시기를 유추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PCS that enables efficient operation of seawater pumps for ships by implementing ML-based 
algorithms. Seawater temperature, RPM and power consumption data are acquired from two ships with PCS, analyzed 
with regression analysis method, and new algorithms are presented. Using the algorithms presented, Ship A saved about 
36% compared to the PCS application, and ML-based algorithms in certain sea temperatures of 19 to 27 degrees Celsius 
and above 32 degrees Celsius were about 1% lower than Ship A's PCS. Ship B saved about 50% compared to PCS not 
applied, and about 2% more than Ship B's PCS in waters above 19°C, a specified sea temperature. The derived data can 
be used to suggest the optimum pump speed and sea route. In addition, the trend of acquired data can be used to infer 
the performance of the pump or the timing of elimination of the MGPS when efficiency becomes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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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세대 선박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IoT(Internet of Things)를 기반으로 구

현되고 있으며, 전기추진체계 기반으로 추진 알고리즘

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와 에너지 절감 측면

에서 전기추진시스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기추

진시스템의 운항적인 측면에서 추진부하가 전체부하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므로,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 전력 및 소모 전력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모 전력의 최적화는 에너지 절감 측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1]. 소모 전력의 관리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rm)를 통하여 수행되

며, EMS연동 시스템에는 PCS(Pump Control System), 
ERFCS(Engine Room Fan Control System), LCS(Load 
Control System), HVACS(Heating, Ventilation, Air 
Control System)가 있다[2]. 본 논문에는, 이 중에서 PCS 
(Pump Control System)를 ML(Machine Learning)을 적

용한 에너지 절감용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제안한다.
선박은 운항 항로에 따라, 운항조건(해수온도, 대기

온도 등)이 다양하게 변한다. 특히, 해수온도는 선박 운

항 과정에 심한 편차를 보인다. 하지만, 선내에 해수를 

공급하는 해수펌프는 항상 고정된 속도로 회전하고, 일
정한 유량을 공급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이에 따라, 
해수펌프는 항상 높은 전력만으로 구동을 한다[2]. 즉, 
필요 이상의 해수를 선내로 유입하고 남은 해수를 선외

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수펌프의 유량을 제

어하여 필요한 만큼의 유량을 선내에 공급하여 에너지

를 절감하는 PCS를 ML(Machine Learning)에 적용하였

을 시에 그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PCS 및 선형 회귀 모델의 매커니즘

2.1. 속도 제어 방법

PCS의 기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작동 매커니즘은 

Sea chest로부터 Main Cooling Sea Water Pump가 해수

를 끌어와서 Central cooler가 청수를 해수로 냉각시키

고 S.W side로 해수를 배출하게 된다. 청수의 경우 

Central Cooling Fresh Water Pump가 청수를 Central 
cooler로 공급을 하게 된다. 해수로 냉각이 된 청수는 

3-way valve에서 필요한 온도의 유량만을 Fresh Water 
side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유량은 다시 Central Cooler 
측으로 보낸다. 즉, 얼마만큼의 냉각된 청수가 필요하던

지 항상 해수펌프와 청수펌프는 최대치로 가동되고 있

는 것이다. 이에 따라, PCS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PCS 컨트롤러와 인버터를 설치하여 이 펌프들을 제어

하게 된다. PCS 컨트롤러는 3-way valve의 개도를 측정

하여 그에 필요한 만큼의 냉각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인버

터를 통하여 적절한 주파수를 모터에 공급하여 펌프의 

회전수를 제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펌프는 냉각에 필

요한 만큼의 유량을 유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소모 

전력 또한 줄어들게 된다[3][4].

Fig. 1 PCS Diagram[2] 

2.2. 선형 회귀 분석법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이란 변수 사이의 선형

적인 관계를 모델링 한 것을 말한다. 즉 변수 관계에 있

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변수에 

값을 적용하였을 때 도출되는 값들이 상관관계가 있고, 
그 상관관계는 함수로써 규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5].

     (1)

H는 Hypothesis로써 가설을 뜻하고 W는 Weight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b는 bias로 y축의 절편을 

나타낸다. 만약, 수집한 데이터의 분포가 2차원 혹은 n
차원의 곡선 형태로 되어있는 경우 그에 맞는 곡선으로 

접근하여 오차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

귀 모델 식은 아래와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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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들로부터 가장 편차가 적은 

그래프를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회귀 분석이다[5].
여러 개의 데이터 사이로 회귀 분석 선을 도출하였다

면, 해당하는 선의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비용 함수

(Cost Function)를 계산한다. 비용 함수는 데이터와 예

측 값과의 거리를 구한 값이다. 즉, 예측 값과 실제 값의 

각 차를 최대한 줄여서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구축한다. 
식 (1)의 W, b값을 이용하여 식 (3)와 같이 구한다[6].

  



  



  (3)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경사하강(Gradient Descent) 
법을 사용한다. 경사하강법은 그림 2와 같이 가설 함수

를 곡선의 형태로 나타낸 뒤, 적절한 값으로 경사를 내

려오며 최적의 값을 학습하는 것이다. 기울기가 0인 부

분 즉, 비용 함숫값이 가장 낮은 부분으로 수렴하도록 

한다[6].

Fig. 2 Gradient Descent for minimizing cost function[5]

본 논문에서는 해수의 온도 및 인버터를 통하여 제어

한 펌프의 회전 속도, 해수온도, 소모 전력 데이터를 분

석하여 선박이 전력 소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해수

온도 구간을 분석한다.

Ⅲ. 해수온도에 따른 펌프의 데이터 분석

3.1. 데이터 분석 방향

펌프의 회전수를 해수가 필요한 온도만큼의 유량을 

제어하여 기존의 선박에서 소비하였던 전력을 대폭 감

소시킨다. 
그림 3과 그림 4는 선박의 해수펌프를 속도제어에 따

른 펌프의 회전수와 소비전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인버터의 제어를 통하여 펌프 회전 속도를 제어하고, 그
에 따른 전력 소모량을 나타 낸 것이다. 펌프의 회전수

는 60 Hz을 기준으로 하여 주파수를 감소시켜 백분율로 

나타낸다[7][8]. 

Fig. 3 Variation of rpm, power consumption & S.W 
temperature for changes in frequency(Ship A) [7]

Fig. 4 Variation of rpm, power consumption & S.W 
temperature for changes in frequency(Ship B) [8]

그림 3과 그림 4에서 해수 온도의 값과 따라 펌프의 

RPM, Power Consumption가 어느 정도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

정하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더욱 정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얻어진 데이터는 파이썬을 이용한 Jupyter notebook

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그래프를 일차 및 n차의 방정식

으로 도출하여 가장 적절한 차수의 식을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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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분석

위에서 언급했듯이 1차 방정식부터 4차 방정식까지 

도출하여 가장 적합도가 높은 식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은 결정 계수 값으로 도출된 알고리즘이 데이터에 얼

마나 적합한지 나타내는 지표로써 1에 가까울수록 취득 

데이터에 근접한 식이 도출된 것이다[9].

Fig. 5 Simple regression analysis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emp&RPM (Ship A)

그림 5는 A선박의 해수온도(℃)와 RPM(%)의 상관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결정 계

수 값이 1차와 2차 방정식은 0.97이고 3차와 4차 방정식

은 0.99이다. 즉, 3차 방정식의 차수부터 높은 적합성을 

보인다. 이렇게 도출된 RPM과 해수온도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식은 (4)와 같다.

  


(4)

Fig. 6 Simple regression analysis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OWER&Temp (Ship A)

그림 6은 A선박의 해수온도(℃)에 따른 전력 소모량

(%)을 분석하였다. 그림과 같이 결정계수 값이 2차식부

터 가장 적절하다. 이 상관관계는 식 (5)와 같다.

   (5)

Fig. 7 Simple regression analysis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emp&RPM (Ship B)

그림 7은 B선박의 해수온도(℃)와 RPM(%)의 상관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과 

같이 3차 이상의 방정식부터 적절한 적합성을 나타낸

다. 이 방정식은 식 (6)과 같다.

  


(6)

Fig. 8 Simple regression analysis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OWER&Temp (Ship B)

그림 8은 선박의 해수온도(℃)와 POWER(%)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식은 (7)과 같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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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료 효율성 비교를 위한 모델링

위와 같이 도출한 식으로, 선박 A,B의 해수온도 및 전

력소모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전력소모량과 

비교한 연료 절감성 모델링을 구현한다. 효율성 비교는 

PCS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해수 펌프의 전력 소모량 

POWER를 100%로 기준을 잡아 세로축으로 정의하고, 
가로축은 해수온도를 나타내는 각 데이터로 정의하여, 
두 값을 곱한 값을 연료 효율성 비교 지표인 100%로 둔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그래프의 적분 값을 구하여 그

래프의 넓이를 구하여 연료 효율성 비교 지표와 비교한

다. 모델링은 Labview를 통하여 그림 9와 그림 10과 같

이 수행하였다.

Fig. 9 Fuel saving modeling(Ship A)

Fig. 10 Fuel saving modeling(Ship B)

모델링은 해수온도 데이터를 주입하였을 때, PCS 매
커니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Ship A와 Ship 
B의 전력소모량과 절감량을 도출한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특정 해수온도에서 Ship A, Ship 
B가 운항 시 타 PCS의 제어 기법보다 더욱 우수한 효율

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이다. 이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정 해역의 온도에서의 전력 소모량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여 절감성을 비교한다. 데이터에 나타나는 해수온

도에 따른 전력 소모 데이터에 따라,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해역을 유추할 수 있다. 

Fig. 11 Fuel saving modeling comparition with A model 
PCS

Fig. 12 Fuel saving modeling comparition with B model 
PCS 

제안하는 ML알고리즘(PCS 데이터를 취득 후 분석

하여 해수펌프 RPM을 제어)을 사용하여 Labview를 통

하여 연료절감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Ship A의 PCS를 기존의 방

식과 ML을 적용하였을 때의 방식을 비교하였다. 그림 

13은 전체 데이터에 PCS를 적용하였을 때의 전력 소모

량과 절감량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그림 14는 특정해역 

즉, 온도가 19~27℃와 32℃이상의 온도에서 전력 소모

량과 절감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3의 경우, 전
체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을 때의 전력 절감량은 0.1% 
정도로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14처럼 특

정 해역 구간에서는 0.8%의 절감량을 보여준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9: 1025~1031, Sep. 2019

1030

Fig. 13 Result of Fuel saving modeling comparition with 
A model PCS

Fig. 14 Result of Fuel saving modeling comparition with 
A model PCS(Specific area) 

그림 15와 그림 16은 Ship B의 PCS를 기존의 방식과 

ML을 적용하였을 때의 방식을 비교하였다. 그림 15는 

전체 데이터에 PCS를 적용하였을 때의 전력 소모량과 

절감량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그림 16은 특정해역 즉, 
온도가 19℃이상에서의 전력 소모량과 절감량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그림 15에서 ML을 적용한 PCS가 적용

하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 데이터에서 0.6% 의 전력소모

를 절감하였고, 그림 16은 특정 해역에서 ML을 적용한 

경우가 1.5%의 전력 소모의 절감성을 보여준다.

Fig. 15 Result of Fuel saving modeling comparition with 
B model PCS

Fig. 16 Result of Fuel saving modeling comparition with 
B model PCS (specific area)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PCS에 ML을 기반으로 한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의 그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ML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PCS
보다 에너지를 절감하였고, 선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해역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박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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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꾸준히 취득된 데이터들의 추세를 분

석하여, 펌프의 성능이 떨어졌거나, MGPS(Marine 
Gross Protection System)의 소제시기 유추와 같이 데이

터를 다른 용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추후에 ERFCS, HVACS, LCS와 같은 시스템을 ML

에 적용하여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더욱 개선되는 방향

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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