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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선박의 추진시스템 플랫폼은 항해를 위해 추진기관

으로 사용되는 선박주기 엔진의 원격운전 및 제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 및 속도와 동작 상태

에 따르는 원격제어, 운항 중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

한실시간 감시 및 제어 운용을 담당하는 선박추진과 엔진제어

에 필수적인 중요한 시스템 플랫폼으로 아직 국내 국산화 제

품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선박 추진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선진 외국사에 의

하여 독점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추진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관 

및 화물, 발전 등 제어감시 시스템을 통합 제품군으로 구성하

여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오랜 기술 경쟁력 및 시장 경쟁

력을 기반으디지털로 독점 공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조선시장 불황에 맞추어 경제적인 선박 운항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선박 내 시스템 통합화에 의한 안전 

운항 및 통합관리를 위한 노력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시스템 간 개방형 구조의 통합과 연동을 통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은 디지털 선박을 위한 새로운 통합 솔루션을 가

진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MOERI, 2005).

Fig. 1 Integrated solution system 
configuration for digital ship

최근 선박 내 추진 및 기관, 발전 제어 시스템들의 첨단화 

및 자동화로 각종 시스템의 유지보수 문제가 대두되거나 효율

적 운전에 대한 원격 감시 및 진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분위기에서 선주사들은 동일 제조사를 통한 추진 및 기관, 발

전 등의 통합 시스템화 경향으로 요청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시장 수요에 기반하는 추진제어 시스템의 국산화 및 하나로 

통합 관리되는 통합화 시스템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

가치 핵심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Lim Y.G., 2009).

1.1 기술현황

선박 추진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내 국산화 제품개발 사례가 

없어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일반 상선분야 주

력선종을 위한 선박 기관 및 화물 제어시스템인 AMS(Alarm 

& Monitoring System)과 ICMS(Integrated Control & 

Monitoring System), IAS(Integrated Alarm System)를 국산화

하여 조선사에 적용 중이며, 발전제어 시스템인 PMS(Power 

Management System)을 국산화하여 적용 중에 있다. 

선진 외국사에 의한 추진 시스템 계통 및 운용이 이루어지

고 있는 기술적으로 국산화 설계가 필요한 시기이며, 추진시

스템과 관련하여 국내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은 선진 외국사들

에 의해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추세이다(Lim 

Y.G., 2009).

제품명 보유회사/보유국 국내시장 점유율

Auto

ChiefC20
Kongsberg/Norway 85% ~ 90%

DMS2100 Lyngsoe/Denmark 5% ~ 10% 

M-800III Nabtesco/Japan 2% ~ 5%

Table 1 Domestic market of 
propulsion control system

선박 추진시스템 부분뿐만 아니라 기관 및 발전 등 주요 시

스템들을 제품화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조선시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안전하고도 경제적 운항에 기

본하는 원격감시 및 진단 기능 등 시스템 통합화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화 제품군의 시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추진 시스템 분야의 기술력 및 시장을 우위하

고 있는 업체들은 다음과 같으며, 국내시장 뿐 아니라 세계적

인 조선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 추진시스템 분야 선진 외국사들은 오랜 기술력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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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장 독점화, 제어 시스템 분야 통합 제품군의 구성으로 

전 세계적인 조선시장에서의 우위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고, 

탱커선 및 화물선, 컨테이너선 등 일반 상선분야 주력선종 뿐 

아니라 LNG 운반선 및 석유시추선 등 해양플랜트(Offshore 

및 Subsea) 부분에 이르기까지 기술경쟁력 및 통합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선박 추진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 및 발전 등 주요 시스템 통합 솔루션으로 

독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선 시장에 공급되는 체계를 강화

하는 추세이고, 조선시장 불황에도 통합 제품군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구  분
선진 

외국사
국내사 비 고

보유

시스템

추진제어 

시스템
시스템  

보유

시장

독점화

미보유

기관/화물 

제어

시스템

국산화보유
국내

국산화

발전제어 

시스템
국산화보유

국내 

국산화

통합화
통합화 

시스템 제품

통합

제품화구성
통합화미비

적용

분야

상선 분야

시장 적용

시장 적용
국내추

진제외
해양플랜트 

분야
미적용

군함 및 

특수선

분야

미적용

Tabel 2 Propulsion control system 
and integrated products

   
세계 조선건조 분야의 점유율 상위와는 다르게 선박 추진

시스템 및 기관, 발전 등 통합 시스템은 선진 외국사에 시스

템 전체적으로 독점당하는 추세로 추진분야의 기술자립화 부

족 상태로 추진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자재 개발 및 통합화 제

품군 개발로 전 세계적인 조선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통합화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이 국산화 되지 못한 관계로 기존에 

국산화 개발되어 실 선박에 적용중인 기관/화물 제어시스템 

및 발전제어 시스템과의 통합화 제품 전략에 관한 시장 경쟁

력 부족 상황이 초래돼는 실정이다.

1.2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 구조

선박 추진제어시스템은 선박의 디지털화를 위해 가장 중요

한 부분이며, 이를 국산화 하는 것은 향후 국내 선박 시스템 

기술의 중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기술을 

중심으로 선박 내 다양한 시스템 통합 및 관리가 가능하다. 

선박 추진 시스템은 선박 주기엔진의 신뢰성 있고, 안전한 운

항 및 선박 운항에 따르는 속도 제어, 각종 동작 상태에 따르

는 원격제어, 운항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실시

간 감시 및 제어 운용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들로 구성되는 플

랫폼이다. 선박의 추진제어시스템 개발을 위한 중요 구성 요

소는 추진제어시스템 설계와 주요 시스템들과의 표준 연동 기

술을 개발하여 선박 통합화에 대한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요소기술로서 다음 그림과 같이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의 기본 

구성도로 나타낼 수 있다(Kim O.S., 2009).

Fig. 2 Ship propulsion control system 
and integrated platform configuration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뢰성을 

보장하며 주기엔진을 제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박 추진

제어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장비들을 

Bridge, Engine Control Room, Engine Room에서 오퍼레이

터에 의한 조작을 통해 시스템의 유기적인 동작을 수행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선박 운항제어 시스템인 것이다.

2. 본 론

선박 추진시스템의 개발은 운항을 담당하는 항해부(Wheel 

House/Wing)와 기관부(Engine Control Room 및 Engine 

Room)등으로 구성되어 주기엔진 운용 및 엔진보기 장치들을 

운용하는 각종 조종 및 운용장치, 속도측정 및 제어장치, 중앙

제어 및 입출력 장치, 위험상태 관리장치 등의 추진관련 통합 

시스템 개발이 수행되었다(Kim O.S., 2009).

선박 추진시스템 운용의 추진제어 기능 검증 및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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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ulsion Thruster Telegraph 
Lever Control Unit Fig. 4 Remote Operation Control Unit 

를 위한 주기엔진 및 엔진보기 장치들의 특성 동작을 모사하

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속도 제어 장치의 운용 

특성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하였다.

선박 추진시스템 및 기관/화물, 발전 통합화 시스템의 주요 

장치들로부터 실시간 정보 및 운용상태 정보들을 계측․관리하

기 위해 사용자 그래픽 운용으로 관리하도록 구성되는 원격감

시 및 진단기능을 위한 사용자 휴대단말장치가 개발되었다.

2.1 추진제어 주 조종장치 설계

추진제어 주 조종장치는 선박내 Bridge와 Engine Control 

Room에 장착되며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오퍼레이터의 조작

에 의한 속도를 추진제어 시스템에 전달하는 장치로 

Mechanical 부분과 추진제어시스템으로 통신을 연결하기 위

한 통신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나뉜다. 주 조종장치는 주기엔

진 RPM 설정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

의 송·수신을 담당한다. 또한, 운항 중에 Bridge에서 설정한 

RPM 설정치를 Engine Control Room의 조종장치와 동기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기화된 정보를 속도제어장치와 연동하

여 실제 주기엔진의 속도를 조정하게 한다. 다시 말해 주 조

종장치는 Mechanical 부분인 Telegraph Lever의 Potentio -

meter와 DC Motor를 통한 위치제어와 Telegraph Lever간 동

기화, 그리고 속도제어장치를 통한 운항속도를 제어하는데 실

제 파라미터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다.

- 임베디드 CPU기반 주기엔진 RPM 조종레버 장치 설계 

- 주기엔진 RPM 설정 기능 및 설정 위치표시 기능

- 제어 권한 표시 기능 및 변경을 위한 입력  장치 기능

  (Bridge, ECR or Local)

- M/E 운전모드 표시 및 명령 제어를 위한 입력장치 기능

  (항해, 운전대기 or 운전종료)

- 주기엔진 비상 운전정지 입력장치 기능 설계  

2.2 추진제어 원격 운용장치 설계

선박 추진제어시스템 원격운용장치는 선박내 추진제어시스

템과 관련된 장비들과 상시 연동되어 운용되며, 오퍼레이터가 

선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 선박 추진제어시스템 원격운용장치는 선박 추진 제

어 상태 및 주기엔진 운전 상태를 오퍼레이터에게 제공한다. 

다시 말해 원격 운용장치는 오퍼레이터와 사용자간의 정보 교

환을 담당하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선박의 운용정보와 위험

상황 감지 등에 대한 결과를 오퍼레이터에게 시각적 청각적 

데이터로 제공한다. 

원격운용장치는 속도전달장치의 조작 정보를  상호 동기화

하고, 오퍼레이터에게 실시간적으로 시각적 데이터를 제공함

으로서 추진제어 시스템의 운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원격운용장치는 선박내의 모든 데이터가 수집 가능하여

야 한다. 선박의 운항 정보는 VDR을 통해 저장되는데, 원격운

용장치가 VDR과 연동하여 선박 운용정보를 전송 및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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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ridge Wing Lever Control/Display Unit

Fig. 6 Local Control/Display Unit and Local Box

- Bridge/ECR 조종장치와 결합 가능한 구조  및 기구설계 

- 임베디드 32bit RISC CPU 기반 설계 구현  

- 7인치, Color LC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기능 구현 

- 야간 항해를 위한 화면 및 백라이트 밝기 제어 기능 내장

  - Multi Functional 입력 장치 제공 

  - Hot Keys 및 상태 표시 기능을 위한 입력  장치 개발

    (제어권한, Sound Off, Ack, Cancel 기능)

- Dual CAN Bus 통신 방식으로 시스템 처리 

2.3 Bridge Wing 조종/표시장치 설계

Bridge Wing Lever는 추진제어 시스템의 Bridge의 양쪽

(Port와 Starboard) Wing에 설치되는 조종 장치로서 주로 운

하 통과시나 선박의 접안 및 출항 시에 사용된다. 

Bridge Wing 표시장치는 Wing 조종 장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로, 주기엔진의 운전 상태 관련 정보를 표시

하고, 간략화 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입력 장치와 제어 기

능을 개발하였다.Wing 조종/표시장치는 설치 위치가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방수 및 염분에 의한 부식방지 기능 등의 내

환경성 고려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하였으며, 주 조종 

장치의 조종 레버위치를 기계적으로 동기화 할 수 있도록 필

요한 하드웨어 및 제어 기능 개발을 수행하였다.

- 소형화 및 인체공학적 엔진 RPM 조종 레버 장치 설계

- 방수 및 염분에 의한 부식방지 등을 고려한  내환경 설계

- 주기엔진 RPM 설정 기능 및 표시 기능

- 제어 모드 표시기능 및 제어명령 기능 제공

- 비상 정지 기능 제공 (선급요구사항)

- Bridge/Wing 조종장치의 기계적 위치 동기화 

  모듈 및 제어 기능 설계

- 임베디드 CPU기반 이중화 통신기능 개발

- 주기엔진 RPM 및 운전 상태 표시 기능 개발

- 추진 제어 운전 모드 및 권한 표시/변경기능

- 주기엔진 비상 운전정지 입력장치 기능  

2.4 추진제어 로컬제어 조종/표시장치 설계

주기엔진이 설치된 엔진룸에 설치되어, 로컬에서 주기 엔

진의 시동, RPM 조종 및 운전정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종 

장치를 개발하고, 주기엔진의 운전 상태를 간략화 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로컬제어용 

표시장치를 구현하였다. 엔진룸의 고온 및 고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환경 설계를 고려한 제어 입력장치를 제공하는 하

드웨어 보드와 운용기능 개발을 수행하였다.

- 임베디드 CPU기반 고온 및 기계적 진동을 

  고려한 내환경 설계

- 고온 환경 및 기계적 진동 고려 설계

- Lever 없는 Type (진동에 의한 오동작 방지)

- 버튼 형태로 주기엔진 RPM 제어 기능 명령 

  및 표시 장치

- 추진 제어 운전 모드 표시 기능 개발

- 추진 제어 권한 및 권한 변경 기능

- 이중화 통신 모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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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추진제어 주기엔진 중앙제어장치 설계

주기엔진과 이와 관련된 보조기기장치를 제어하는 주기엔

진 중앙제어장치는 주기엔진 및 보조기기(보일러, 송풍기 등)

류의 제어 및 감시를 위한 입/출력을 관할하고, 주기엔진의 

시동 및 운전제어를 관장한다. 중앙제어장치는 Telegraph 

Lever, Wing Lever, 로컬조종버튼 등의 Order에 따라 엔진 

내 솔레노이드 밸브 등의 공기압 기기들을 동작시켜 주기 엔

진을 운전 제어하는 장치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Normal 

Start/Stop/Reverse Engine/Wrong Way  등의 가능을 담당

한다.

중앙제어장치는 주기엔진 및 보기류의 상태를 입력 받거나 

표시장치를 위해 상태를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주기엔진 

운전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속의 입

력 및 출력 보드 개발을 수행하였다.

Fig. 7 Hareware Block Diagram of 
       the Main Engine Control Unit

- 임베디드 32bit 고성능 CPU 기반 설계

- 입/출력 보드용 고속 이중화 통신 모듈 개발

- M/E의 모든 제어 및 상태에 관련된 입/출력을 

  인터페이스 

- 필요시 ECR의 M/E RPM 제어명령 수행 할 수 있어야 함

- Dual CAN Bus 

- 제어명령을 수신하거나 상태 정보를 실시간  전송

- 비상제어를 위한 위험상황 조종기 연결 및  입력 기능 

- 각종 측정 Data를 기준으로 제한 제어 기능  수행

- 측정 정보의 감시 및 경보 기능 수행 

- 측정 정보의 실시간 로그기능 (Trend)

- 자기 진단 기능 (System Diagnosis 기능)

- 다양한 형태의 입력/출력 신호 처리 기능

- 센서 및 출력 라인 계통을 점검 할 수 있는 

  이상 감지 회로  내장

Fig. 8 Main Engine Control Unit 

2.6 주기엔진 위험상황 감지장치 설계

위험상황 감지장치(Main Engine safety Unit)은 주기 엔진

의 Protection을 위한 동작을 담당하며, 기본적인 Shutdown

과 Slowdown을 정의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Customer의 

특성을 반영한 Cancelable 과 Non-Cancelable 형태로 

Define될 수 있으며, 또한 Emergency Shutdown은 

Automatic Function과 Manual Function으로 나뉜다.

MSU의 Shutdown / Slowdown의 Cancel에 대한 동작은 

Shutdown의 경우 Bridge, ECR, Local에서 모두 가능하다. 그

러나 Slowdown의 Cancel 동작은 Bridge와 ECR에서만 가능

하다. 이러한 동작에 제한을 주는 것은 Shutdown Cancel의 

개념은 수동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이고, 수동적인 개념을 보

강해 주는 것은 Hardwiring을 통해 Shutdown Solenoid 

Valve를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lowdown의 경

우는 전자 제어만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Local에서는 

Cancel을 할 수가 없다. Local은 완전한 수동 개념이기 때문

이다.

Shutdown시 Bridge에 Control 권한이 있을 경우 모든 Side

에서 Cancel이 가능하다. 그러나   ECR or Local에 권한이 있

을 경우에는 Cancel 동작은 ECR과 Local에서만 가능하다.



특집 ▶▶▶ 디지털 선박을 위한 추진제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0                                                                                      대한조선학회지┃제 49 권 제 2 호

운전

정지 조건 

- Over speed 

- Main bearing lubrication oil inlet low  

     pressure

- Exhaust valve spring air low pressure

감속

운전 조건 

- Crank case oil mist density high

- Jacket cooling fresh water inlet pressure  

     low

- Piston coolant oil inlet pressure low

- Piston coolant oil outlet temperature high

- Scavenging air manifold temperature high

- Jacket cooling fresh water outlet 

  temperature high

- Piston coolant oil outlet low-flow

- Thrust pad temperature high

- Cylinder exhaust gas temperature high

- Main Engine cylinder oil non-flow

- Main lubrication oil inlet pressure low

긴급

정지 

- Emergency Stop

  (Wheel house, ECR or Local side)

Table 3 Operation Condition of 
the Engine Safety Unit

  

 
Shutdown과 Slowdown Cancel은 미리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이 가능한 것은 선박에 문제가 있음을 엔지니어가 인식하

고 있으나 위급하게 혹은 빠르게 해당 항로를 지나쳐야 할 경

우를 대비하여 시스템의 해당 동작을 블록(Block)하여 지연을 

없애고, 빠른 처리기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Cancel 동작

을 예약할 경우는 Cancel에 해당하는 동작을 하게 되고, 이후 

해제 하였을 경우 Shutdown/Slowdown이 재차 발생한다.

주기엔진 위험상황 감지장치는 주기엔진 및 보기류 장치의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여, 이상 발생 상태 혹은 위험상황을 감

지하는 장치로 위험상황 발생 감지에 의한 운전정지, 감속운

전 및 사용자의 비상 운전정지 명령에 의해서 주기엔진제어에 

이상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알고리즘이 운용된다. 

위험상황 감지장치는 아래와 같은 운전정지(Shutdown)와 감

속운전(Slowdown), 비상정지(Emergency Stop) 등 주기엔진

의 위험상황에 따른 조건들을 감지하여  선박엔진을 보호

(Protection)하기 위한 동작을 담당하게 된다.

주기엔진 및 보기류 장치의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여 위험

상황을 실시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성능 프로세서 보드를 개

발하였고, 추진제어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중화 통신 모듈을 개발하며, 위험상황용 신호를 직접 받을 

수 있는 I/O 입출력 모듈을 개발하였다.

Fig. 9 Hareware Block Diagram of 
the Main Engine Safety Unit 

- 임베디드 32bit 고성능 CPU 기반 설계

- 입/출력 보드용 고속 이중화 통신 모듈 개발

- M/E의 위험상황에 관련된 상태 정보의 

  입/출력을 인터페이스 하는 장치

- Dual CAN Bus 

  (제어명령을 수신, 상태 정보를 실시간 전송)

Fig. 10 Main Engine Safety Unit

2.7 선박 통합플랫폼 운용 관리 시스템 설계

선박 통합화 운용관리 플랫폼은 국제기준 및 표준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설계 개념으로 구성된다. 첫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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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서버 플랫폼은 선박 내의 각종 시스템 및 장비 등

의 모든 데이터들이 표준화된 공통의 통신 프로토콜로 취득되

고, 관리를 위한 데이터들을 변환할 수 있는 표준화 구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선박과 육상간의 통

신 시스템의 적용은 선박과 선단 및 육상의 각종 관리 운용 

환경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다수의 통신서비스를 지원하

면서 하나의 공통된 통신 경로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셋째, 선박 통합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 표준 및 

산업 표준화를 채택한 개방형 구조 및 그 환경에서 구축되어

야 한다.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항지원 및 위험상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기관제

어 시스템(AMS/ICMS) 및 추진제어 시스템(BMS), 발전제어 

시스템(PMS) 등의 정보들을 서버는 통신융합장치(Protocol 

Analysis Module)를 통해 정보 취득 및 분석, 전달을 받고 서

버는 이 정보들을 통합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실시간으로 제

공한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의 구성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과 같다.

Fig. 11 Display for the Ship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2.8 선박 추진제어 운용 시뮬레이터 설계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BMS)과 연동한 추진제어 시뮬레이

터 시스템의 구성은  주기엔진을 포함하는 속도제어 시뮬레이

터와 운용 시뮬레이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Fig. 12 Ship integrated system based 
propulsion system

주기엔진을 포함하는 속도제어 시뮬레이터에서는 추진기관

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실제 주기엔진의 운전조건을 재현하

며, 추진제어 운용 시뮬레이터는 추진기관의 여러 장치들로부

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각종 센서정보 데이터들을 실제와 유

사하게 모듈화한 하드웨어 입출력 장치들을 통해 정보를 발생

시킨다. 추진제어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선박의 주기엔진을 모

의 운전하면서 주변의 여러 기관 장치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

는 이상 상태 혹은 위험 상황을 발생시키도록 하여, 실제 선

박 내 추진기관의 운전 상황을 재현하고 엔진실과 유사한 운

전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추진제어 운용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

(BMS)을 실제 선박에 탑재하지 않고도 주기엔진과 연계한 모

의 운전을 통해 엔진기관을 운전 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구

축함으로서,  선박 업무 초보자들에게 선박운용의 다양한 경

험과 비상시 적절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교육 훈련 도구로 활

용하며, 선박의 다양한 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제어성능

의 향상에 따른 선박의 운항 안전성 그리고 다양한 선박의 선

종(주기엔진 크기, 사양 등)에 관계없이 선박제조 기술자, 항

해사 등의 교육훈련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하는 곳에 적용할 

수 있다. 

추진제어시스템(BMS)의 운용장치에서 나타내는 주기엔진

과 보기류의 엔진RPM, Fuel Index, 압력, 온도들의 상태 정보

들과 주기엔진의 위험상황에 따른 운전정지, 감속운전, 센서 

알람 정보 등을 통합운용 관리 시스템 서버로부터 이더넷 통

신을 통해 제공받아, 각종 Data들을 시뮬레이터 운용화면에 

표현함으로써 추진제어 운용 시뮬레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전할 목적으로 개발된 모니터 프로그램이다. 추진제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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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 모니터 프로그램의 메뉴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Fig. 13 Display for the Ship Integrated 
        Operation Simulator System 

Fig. 14 Simulation Operating diagram for 
the Ship Propulsion System 

3. 결 론

선박 추진시스템 보유 선진 외국사를 중심으로 제어시스템 

군들의 통합화 경향에 따르는 추세에 대응하는 국산화 개발로

서, 최고 선박 건조국 입장에서 주요 핵심시스템의 외국사 의

존한 건조형태에서 국산화 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기술경쟁력

을 갖춘 조선분야 최고국가로의 위상 제고가 가능하며,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엔진 제조사의 기술사양 표준

화 및 국제선급 규정에 준한 신뢰성 및 안정성 보유한 기술 

개발로 국산화 고유제품으로, 다양한 적용분야 및 특성에 따

른 제품군으로 개발되어 고가의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기술 

확보 및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한 제품이다. 

본 국산화 개발을 통해 선박 추진시스템 및 기관 및 화물, 

발전 등 시스템 군의 통합화 구축 가능함으로 신뢰성 우수 및 

경제성, 유지보수 편리성 증대가 가능하며,  추진 시스템의 각

종제어 장치의 국산화 및 추진제어 시뮬레이터 개발, 원격 감

시 및 진단장치 등의 개발로 현 주력선종 적용 및 고부가가치 

선박에 이르기 까지 국산 시스템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

리라 사료된다.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선박 추진시스템 및 통합플랫폼 개발

로 선진 외국사에 잠식당한 국내시장의 직접적인 수입대체 효

과와 고부가가치 제품 및 통합 제품군으로서의 해외 수출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순수 국산화 설계기술로 추진분야 계통

설계의 기술자립 및 핵심기술 확보로 대외 설계비용 감소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하다. 

또한 선진 외국사의 핵심기술 보호추세에 따른 국산화 개

발로 추진관련 핵심시스템 시장 진출 및 선국 외국사와의 기

술격차를 해소하며, 중국과 같은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늘리

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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