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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C 전력망 전기추진시스템
[자료출처 : www.ABB.com]

1. 서 론

연료 소비·가스 배출 등을 줄일 수 있는 직류(DC) 시스템

이 세계 처음으로 선박에 적용되고 있다. 교류(AC)가 주류인 

전기 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발명왕 에디슨도 직류가 

교류보다 효율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기술 논쟁 등으로 교류

가 산업 전반에 사용되어 왔다.  

직류 전력망(DC Grid)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에

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전력은 실제 사용하기까지 수 차

례에 걸쳐 교류-직류간 변환과정을 거친다. 기존의 선박에서 

반동추진 엔진과 추진 드라이브를 직류망으로 바꾸려면 여러 

개의 교류를 연결한다. 이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기도 전에 변

환과정에서 적지 않은 에너지가 손실된다. 하지만 전력망을 

직류화로 구성하면 변환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줄

일 수 있고 설치하는 장비도 일부 줄일 수 있다. 

선박용 직류 전력망은 단상 직류회로를 통해 전력을 고르

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전력 절감 효과를 가진다. 

부피가 큰 변압기나 배전반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시스템 

설치장소 및 무게를 30%까지 줄일 수 있다. 선박 내 시스템 

구성요소를 배치할 때도 공간 제약을 받지 않아 공간 활용 면

에서도 효율성이 높다.

에너지 송전 방식에 대한 논쟁은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지

금까지 계속돼 왔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도 직류가 교류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기술 논쟁에서 교류

가 표준 방식으로 채택되면서 교류가 에너지 효율의 정답으로 

오인 받아왔다. 

직류에서 교류 변환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선박에 설

치한 모터·인버터 등 다양한 종류의 전기 추진기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직류 전력망은 해양지원선(Offshore 

support vessel), 터그보트(Tug boat), 페리(Ferry), 요트

(Yacht) 등과 같은 저압 회로를 갖춘 선박용으로 고안되었다.

직류 전력망은 태양열판·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조 직류 에너지원과 직접 연결해 선박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박이 출항 첫날부터 낮은 배기

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연료 효율로 운항할 수 있게 할 것

이다.

최근 직류 전력망은 노르웨이에서 건조 중인 신규 해양 플

랫폼을 위한 지원선에 적용 중이다.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로 운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에 적용될 DC 기반 전기 시스템을 통해 선박의 연

료소모 및 배기가스를 20%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전기추진시스템

2.1 전기추진시스템의 종류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은 디젤기관이나 증기터빈으로 프로

펠러축을 구동하는 기계적 추진시스템과 달리, 내연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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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기추진시스템 구성

그림 3. 기존 추진방식과 전기추진시스템 비교

그림 4. AZIPOD 추진시스템 방식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된 전력으로 전동기를 운전한다. 전기추

진시스템이 가지는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적 제어를 통하여 쉽게 기동, 정지,역전할 수 있

기 때문에 운전 조작성이 뛰어나다. 둘째, 장비 손상에 대한 

Redundancy가 우수하다. 셋째, 추진시스템의 소영화로 

Cargo 적재 능률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넷째, 신뢰성

(Reliability)과 유용성(Availability)가 뛰어나다. 다섯째, 선회반

경, 급제동 등 Maneuvering 성능이 우수하다. 이러한 장점으

로 인해 대형 LNG선, 군함, 쇄빙선, 여객선, 화물선 등 여러 

고부가가치 선박에 적용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박 전기추진시스템은 전력전자기술(Power 

Electronic Technology)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최근에는 여

러 가지 형태로 개발되어 많은 선박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

고 있다.

Pod type의 새로운 추진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많은 

Cruise Vessel 및 극 수소의 Tanker에 적용되고 있다. 이것

은 Pod type이 기존의 Diesel Electric Propulsion 방식보다도 

가격이 비싸지만 Steering system을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

고 Hydrodynamic 측면이나 설치 및 유지관리 면에서의 장점 

때문에 고도의 조종성이나 출력의 변화가 잦은 선박에 특히 

적합하여 앞으로도 사용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Electric Propulsion Motor

전기 모터(Electric Motor)를 이용하여 선박의 추진력을 얻

기 위한 방법에는 동기전동기 (Synchronous motor)나 유도전

동기(Induction motor) 그리고 DC Motor를 이용하는 방법 등

이 있으며 DC Motor의 경우에는 잠수함이나 Drilling Unit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Maintenance 및 가격 문제로 인하여 

특수 목적에만 사용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대부분이 동기 

Motor나  Induction Motor가 사용되고 있다.

 Induction Motor를 이용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고속회전을 하는데 적합하므로 감속기어(Re- 

duction Gear)와 CPP(Controllable Pitch Propeller)를 조합하

여 Positioning keeping을 주 목적으로 하는 Offshore project

에는 Azimuth thruster와 일반 선박의 Bow/Stern Thruster 및 

Speed control 이 요구되는 cargo pump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속도제어는 PWM type의 Frequency Converter를 

Drive Unit 로 이용하고 있다.

 

중형 선박의 Propulsion System에는 Induction Motor와 

Reduction Gear를 이용하여 Main Shaft를 돌리거나 Azim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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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조파 파형

type의 thruster를 CPP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Compact Azipod concept을 이용하여 690V 전력망 레벨

(Level)에서도 적용가능한 type도 개발되어있다.

 대형 선박에서 주 추진시스템의 설비는 일반적으로 

Cycloconverter 또는 Sychroconverter에 의한 Single Shaft/ 

Fixed pitch propeller와 Double winding type의 Synchro- 

nous Motor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Pod type의 경우에는 기존의 Shaft/gear를 이용하는 방식

과 달리 Motor의 Shaft power가  propeller에 직접 전달되도

록 하여 기계적인 면에서 효율을 많이 높이고 있으며 기존의 

steering system 이 필요 없게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2.3 Frequency Converter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 다음 직류전원을 추진모터에 전달

하기 위해 가변전압, 가변 주파수의 교류로 전력을 변환시키

는 장치이다. 즉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하여 상용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변환시킨 후 다시 임의의 주파수와 전압의 교류

로 변환시켜 전동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구성은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하는 Converter부분과 

DC전원을 전압 및 주파수가 변환된 AC전원으로 변화하는 

Inverter부분과 이 사이를 연결하는 DC link가 형성되어 있다. 

변환방식은 전류형 인버터(통상 Synchro Converter라고 함)

와 전압형 인버터(통상 PWM이라고 함)방식이 있다.

 PWM은 Pulse Width Modulation의 약어로 소자의 Gate입

력 신호조작으로 펄스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펄스폭변조방식

을 말한다.

2.4 Propulsion Transformer

 

발전기에서 생성된 6.6Kv의 Medium Voltage를 Converter

에 적절한 전압이 되도록하는 설비이다.

 1차 전압을 Inverter에 있는 소자에서 적용가능한 전압으

로 낮추어 주고 또한 2차단에 이중권선을 감아 두권선간에 위

상각 차이를 이용하여 Pulse수를 높이고 이로인해 Harmonic 

Distortion을 낮추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6pulse의 경우는 단지 step-down용으로 사용되나 12pulse

의 경우에는 phase shift용으로도 사용되므로 transformer는 

Ddy (30  ̊electrically  ̊shifted) 형태의 three winding type

이 된다. 6pulse의 경우 line voltage가 Drive unit의 input 

voltage와 같으면 transformer는 필요 없게 된다. 

2.5 Harmonics

인버터에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컨버터가 접속되어 있

고 이러한 컨버터는 고조파(Harmonics)을 일으킨다.

이 고조파전류는 전원으로부터 부하단까지의 임피던스에 

의하여 전압강하를 일으키고 이 전압강하에 따라 비록 전원전

압파형이 순정현파라 할지라도 부하단의 전압파형은 왜형파

가 된다. 이런 전압의 찌그러짐 (Harmonic Distortion)은 각종 

계전기 오동작, 정밀 전자기기의 동작불량, 기기손상 및 과열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기제품의 수명과 성능에 나

쁜 영향을 주므로 선박의 전체적인 고조파 왜형율(Total 

Harmonic Distortion)을 선급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낮

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THD 5%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THD

를 낮추기 위해 PWM방식의 적용과 함께 24pulse이상의 방식

을 적용한다.

 

3. DC 전력망 전기추진시스템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전기추진시스템에는 VFD (Variable 

Frequency Drive) 방식이 80% 넘게 적용되고 있다.

DC 전력망 전기추진시스템방식은 기존 방식에 비해 새로

운 전기시스템방식이고 AC회로 정류기를 제거한 멀티드라이

브 시스템(Multi-drive system)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DC link 회로와 단상 1,000V DC회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Main AC Switchboard, Distri- 

buted rectifier와 Converter transformer가 필요 없다.

선박의 모든 전기 공급은 Common DC bus를 통해 선내 

전기장비에 공급되고, 각 주요 장비는 각 장비에 필요한 인버

터(Inverter)를 통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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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박용 DC 전력망 전기추진시스템 구성

AC power distribution network(예를 들면, 230V hotel 

load)가 필요할 경우에는 island converter를 사용하여 공급 

가능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밧데리(Battery)나 대용량

(Super capacity)방식의 에너지 저장을 위한 추가적인 컨버터

(Converter)도 선박용DC 전력망 전기추진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다.

 

4. 맺 음 말

 선박용DC전력망 전기추진시스템은 더 이상 선박 엔진을 

고정된 속도로 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료소모를 최적화

하기 위해 엔진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연료 소모를 최적화하도록 엔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피가 큰 변압기나 배전반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시스템의 설치장소 및 무게를 3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선박내의 시스템 구성요소들의 설치 위치 지정에 있어 보다 

큰 유연성을 가지므로 그 만큼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탑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태양열판, 연료전지, 배터리와 같은 보조 DC 에너지원을 

선박용 DC 전력망에 직접 연결해 선박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C전력망 전기추진시스템 

적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연료 효율로 선박 운항하는 것을 가

능케 할 것이다. 기존 전기추진 선박은 병렬의 DC가 AC회로

에서 스러스터(Thruster) 및 추진 드라이브까지 연결되어 있

는데, 이 AC회로에서 전력 소모량이 많다. 

앞으로 선박이나 Offshore 전기시스템계통에 DC 전력망 

전기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전력 절감효과를 가지는 

단상 DC회로를 통해 전력을 고루 분배하는 방식인 최적화된 

전기시스템으로 한발 앞선 시스템구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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