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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Propulsion ShipsElectric Propulsion ShipsElectric Propulsion ShipsElectric Propulsion Ships

jong-lib,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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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Recently,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have been strengthened, and various measures for satisfying them have been studied and applied to ships. As one of various method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a hybrid electric propulsion system used as a combined power source of a battery and a generator, and a battery electric propulsion system using only a battery, rather than a propulsion system using a diesel engine. Among them, the battery electric propulsion ship charges the battery by using the power supply system on the land during the berth, and supplies power of the charged battery to the propulsion motor during navigation to propel the ship. The battery electric propulsion system is advantageous in that it uses less electric power on land than the diesel propulsion system and the propulsion system is simple, fuel cost and maintenance cost are reduced, and the operation cost of the ship is lowered and the exhaust gas is reduced. However, no specific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dvantages of battery electric propulsion vessels, based on operational data of actual vessels.  In this paper, a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on the reduction of fuel and emission gas obtained by replacing a ship using a diesel engine as a propulsion engine with an electric propulsion ship using a battery as a main power 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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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립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기관시스템공학과

요  약요  약요  약요  약

최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  

이를 만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어 선박에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 

방안 중 하나로서 기존의 디젤엔진을 이용하는 추진시스템이 아닌 배터리와 발

전기를 복합동력원으로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과 배터리만을 이

용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배터리 전기추진 선박은 정박 중 육상의 전원공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배

터리를 충전하며 항해 시에는 충전된 배터리의 전원을 추진전동기에 공급하여 , 

선박을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은 기존의 디젤 추진시스템에 비하여 육상의 값싼 전  

력을 사용하고 추진시스템이 간단하여 연료비와 유지 보수비가 감소되어 선박, 

의 운항비가 낮아지고 배출가스가 저감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배터리 전기. 

추진선박의 경제적 환경적 이점에 대한 실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 

구체적인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젤엔진을 추진기관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전기추진선박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연

료 절감 및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디젤엔진 배터리 전기추진선박 에너지 절감 배출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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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제 장 서론제 장 서론제 장 서론1 1 1 1 

연구배경연구배경연구배경연구배경1.1 1.1 1.1 1.1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선박용 디젤엔진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에 대한 대책 마, 

련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향후 년 동안 선박의 주. 20

요 운항 항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 

오염 물질의 배출이 약 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연례보고서를 10 ~ 20[%]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배출 물질들은 대기 중의 수증기와 결합하여 산, 

성비를 유발시키는 등 환경 및 인간에게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년대부터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과 같은 해  1970 , 

외 선진국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

고 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 , 

년 월 일부터 발효된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2005 5 19 MARPOL 73/78(

제협약 협약내의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를 제정하) Annex VI( )

여 시행하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선박의 발전기. 

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배터리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원과 결합하여 사용할 ,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박 중 육상전원공급시스템으로부터 배터리를 충전하여 선박을 추진,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젤엔진을 적용한 선박과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비  

교를 위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차도선을 대상선박으로 선정하고 대상선, 

박의 운전환경과 동일한 조건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실험함으로서 기존 추

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연료소모량을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전력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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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모델링하였으며 운항환경은 해역에서 실제 운항중인 차도선의 운항조건

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운항조건별 출력 . 

데이터를 기존의 디젤엔진 추진선박과 비교함으로서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을 적

용할 경우의 연료 절감 및 배출가스 저감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연구내용연구내용연구내용연구내용1.2 1.2 1.2 1.2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젤엔진 추진시스템으로 운항중인 선박의 추진시스템  

을 배터리 전기추진 시스템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연료 절감 및 

대기오염 배출 물질의 저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선박은 배터리의 용량 및 무게와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중 대형 선박  ·

이 아닌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안 

차도선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선박은 인천 하리항을 출항하여 미법항을 거쳐 서. 

검항까지 하루에 회 왕복 운항하는 선박이며 선박의 제원은 총톤수 4 , 69[ton], 

최대선속 급 디젤엔진 대를 장착하고 있다10[knot], 500[kW] 1 .

대상선박의 운항 구간별 선속 및 출력 운항시간 등의 운전환경을 분석하였  , 

으며 대상선박과 동일한 운전환경으로서 선속 추진전동기 출력 및 운항시간을 , 

설정하여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에 적용하여 전력분석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기추

진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기존의 디젤엔진을 추진기로 사용하는 대상선박과 동일한 운항환경을 가진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연료소모량 및 배기가스 배출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대상선박과 동일한 운항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선박에 설치되어있는 디젤엔진과 동일한 사양의 엔진을 . , 

활용하여 대상선박의 각 운전환경에서 발생되는 연료소모량 및 배기가스를 실

제 계측하여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함으로서 배터리 전기

추진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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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구성논문의 구성논문의 구성논문의 구성1.3 1.3 1.3 1.3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내용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기술하고1 , 

장에서는 선박의 추진시스템을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기존의 기계식 추진시스2

템과 전기추진시스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각 추, , 

진시스템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장에서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전체구성 및 세부 구성요소에 대해 기술하3

였다.

장에서는 기존의 디젤엔진 추진선박의 구성 및 실 해역 운전환경을 분석하였4

으며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시스템 구성 및 운항 구간별 추, 

진전동기의 부하 속도 및 운전시간 등의 운전환경에 대해 서술하였다, .

장에서는 실제 운항중인 선박의 운전환경을 기반으로 디젤엔진의 연료소모량5

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테스트 베드를 통해 실측하였으며 전력분석 프로그램을 , 

이용하여 대상선박과 동일한 운항환경을 설정하여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모

델링 한 후 각 운항 모드별 선박의 연료량 전력소모량 및 배기가스 배출량을 , 

비교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선박의 추진시스템6 5

으로 적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 및 환경적 장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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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박 추진시스템제 장 선박 추진시스템제 장 선박 추진시스템제 장 선박 추진시스템 2  2  2  2 

기계식 추진시스템기계식 추진시스템기계식 추진시스템기계식 추진시스템2.1 2.1 2.1 2.1 

선박의 추진동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지만 현재 가장 널리 적용  

되고 있는 방법은 디젤엔진을 이용하는 기계식 추진방식이다. Fig. 2.1Fig. 2.1Fig. 2.1Fig. 2.1은 디젤

엔진을 이용하는 기계식 추진시스템의 간략한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FigFigFig. 2.12.12.12.1 디젤엔진을 이용한 기계식 추진시스템 개략도 

기계식 추진시스템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인 디젤엔진은 작동원리 동력   , 

전달방식 및 회전속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이는 횟, 

수에 따라 Fig 2.2Fig 2.2Fig 2.2Fig 2.2에서 나타낸 행정 엔진과 행정 엔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2 4 . 

행정 엔진(a) 2

        

행정 엔진(b) 4

FigFigFigFig. 2.22.22.22.2 행정에 따른 엔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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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엔진은 가격이 저렴한 중유의 사용과 높은 효율로 인해 최초 발명된 후   

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 선박의 주 추진기관 및 발전용 엔진으로 사용되120

어 왔다 하지만 년대에 들어서는 국제해사기구에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 2000

는 선박을 대상으로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한 배, 

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선박의 에너지효율설계지수, (EEDI: Energy Efficiency 

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Design Index) . Fig. 2.3Fig. 2.3Fig. 2.3Fig. 2.3은 디젤엔

진의 공연비와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이러, 

한 엔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최근 항내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Fig. 2.3Fig. 2.3Fig. 2.3Fig. 2.3 디젤엔진의 공연비에 따른 배기가스의 배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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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엔진을 이용한 추진시스템의 경우   Fig. 2.4Fig. 2.4Fig. 2.4Fig. 2.4와 같이 크게 연료유 공급시스

템 기기의 윤활을 위한 윤활유 공급시스템 냉각수 공급시스템 이외에 압축공, , 

기 공급시스템 등의 보조기기들이 설치가 요구되며 디젤엔진을 운전하기 위해 , 

설치된 보조기기들을 위한 기관실 공간 배치 공급전력 및 정비가 추가적으로 , 

필요하게 된다.

Fig. 2.4Fig. 2.4Fig. 2.4Fig. 2.4 기계식 추진시스템 디젤엔진 개략도 ( ) 

연료유 계통1) 

연료유 계통은 연료유 탱크에서 디젤기관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과 연  

료유를 보충하는 공급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냉각수 계통2) 

디젤기관의 자켓수 를 냉각하는 시스템이며 팽창탱크에서 디젤  (Jacket Water)

기관으로 보충한다 자켓수는 자켓 냉각수펌프. (Jacket Cooling Fresh Water 

를 사용하여 자켓 쿨러 를 거쳐 냉각되어 순환하는 시스템Pump) (Jacket Cooler)

이다.

윤활유 계통3) 

윤활유 계통은 개별로 독립된 윤활유 펌프 또는 엔진에 부착된 윤활유 펌프  

를 통해 엔진으로 공급하며 윤활유 쿨러를 거쳐 냉각되어 순환하는 시스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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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형 선박에 설치되는 디젤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은   · Fig. 2.5Fig. 2.5Fig. 2.5Fig. 2.5 

같다. 

Fig. 2.5 Fig. 2.5 Fig. 2.5 Fig. 2.5 디젤엔진 운전을 위한 파이프라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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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시스템전기추진시스템전기추진시스템전기추진시스템2.2 2.2 2.2 2.2 

전기추진시스템은 세기 초 군함에서 처음 도입된 추진시스템으로서 최근  20 , 

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선박에서의 적용은 제한적이었으

며 쇄빙선과 군함 같은 특수선에서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전력전자기술의 발전. 

으로 전력변환장치 및 전력용 반도체 소자들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전기, 

추진시스템의 제어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많은 선박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

었다.

또한 전기추진시스템은 배터리 연료전지 등과 같은 다양한 전력원의 사용이   , , 

가능하므로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추진전동기의 우수한 제동능력 및 조정성과 같은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전기추진시스템은 발전기를 구동시켜 얻은 전기에너지를 추진전동기에 공급  

하여 선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선, 

박은 Fig. 2.6Fig. 2.6Fig. 2.6Fig. 2.6과 같이 크게 원동기 발전기 전력변환장치 추진전동기로 구성된, , , 

다.

Fig. 2.6Fig. 2.6Fig. 2.6Fig. 2.6 전기추진시스템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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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2.3 2.3 2.3 2.3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디젤엔진을 사용하지 않으므  

로 대기오염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으며 정박 중 값싼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 

여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으로 인한 운항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선박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운전 중 매우 큰 진동과 소, 

음을 유발하는 디젤엔진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승객의 편안함을 가장 큰 목적으

로 하는 여객선에서는 큰 장점으로 부각되며 기존의 디젤엔진을 운전하기 위, 

해 필요했던 여러 가지 보조기기들의 종류가 줄어들고 추진용 전동기를 사용하

므로 기기의 정비를 위한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된다 하지만 정박 중 배터리를 . 

충전해야하므로 육상용 전원충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하고 배터리 및 기타 , 

선박 건조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이 기존의 선박에 비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은 전기추진시스템과 거의 동일하며  , Fig. 2.7Fig. 2.7Fig. 2.7Fig. 2.7과 같이 

추진 전력원인 배터리와 배터리의 전력을 추진전동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력

을 변환시켜주는 컨버터 컨버터 및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추진전DC-DC , DC-AC

동기로 구성되며 배터리의 충전을 위하여 육상전원공급시스템을 설치한다.

Fig. 2.7 Fig. 2.7 Fig. 2.7 Fig. 2.7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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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스템 비교추진시스템 비교추진시스템 비교추진시스템 비교2.4 2.4 2.4 2.4 

기계식추진시스템 전기추진시스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에 대한 구성요소  , , 

는 Table 2.1Table 2.1Table 2.1Table 2.1과 같다. 

구분 기계식 추진시스템 전기추진시스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추진동력원공급을 위한구성품

연료유 저장 탱크 연료유 저장 탱크 배터리연료 공급 설비 연료 수급 설비 육상전원 공급시스템
연료유 계통 연료유 계통컨버터DC/DC 컨버터AC/DC 컨버터DC/DC 컨버터AC/DC 추진 원동기 원동기추진전동기 추진전동기

기타 보조 장비 윤활유 계통 윤활유 계통 X냉각수 계통 냉각수 계통 X

Table 2.1Table 2.1Table 2.1Table 2.1 추진시스템 구성요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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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계식추진시스템 전기추진시스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장단점을   , , , 

비교한 자료는 Table 2.2Table 2.2Table 2.2Table 2.2와 같다. 

구분 기계식 추진시스템 전기추진시스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추진동력원 화석연료를이용하는 원동기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원동기의 전력 배터리동력원100% 선박설계용이성 디젤기관에 의하여 기관실 배치가 제한적 원동기와 추진전동기설치를 위한 공간필요 주기관을 배제함으로 기관실 용적 감소 화물적재량 증가( )기관실 배치가 용이선박구조 선박 내부 배치 및 선형 설계 유연성 제한 기계식 추진시스템에비하여 유연성을 가짐 선박 내부배치 및 선형 설계의유연성 대폭 증가 기계적 특징 고진동 고소음, - 저진동 저소음, 
친환경성 화석연료 사용 황산화물 및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발생 기계식 추진시스템에비하여 적은 대기오염 배출물 발생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없음
비용 기존의 인프라 이용 가능 기존의 인프라 이용 가능 육상전원설비가 필요기존의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

Table 2.2Table 2.2Table 2.2Table 2.2 추진시스템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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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제 장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제 장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제 장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3333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3.1 3.1 3.1 3.1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은 주 에너지원을 배터리로 하여 선박을 추진하는 시

스템을 의미하며 저공해 저소음 및 낮은 운항 비용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현, 

재 노르웨이의 호 의 운항을 시작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Ampere ’

국가에서 연안 항해용 선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박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 

위해 선급에서는 배터리의 이중화 및 시스템의 이중화를 의무사항으로 요구하

므로 선박의 안전성도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한다. Fig. 3.1Fig. 3.1Fig. 3.1Fig. 3.1은 노르웨이의 

호에 설치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구성도이다‘Ampere' .

Fig. 3.1 ‘Fig. 3.1 ‘Fig. 3.1 ‘Fig. 3.1 ‘ 호 에 설치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구성도Amp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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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세부 구성요소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세부 구성요소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세부 구성요소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세부 구성요소3.2 3.2 3.2 3.2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세부 구성요소는   2.32.32.32.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추진 전

력원인 배터리 컨버터 컨버터 추진전동기 및 육상전원 공급시스, DC-DC , DC-AC , 

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터리배터리배터리배터리3.2.1 3.2.1 3.2.1 3.2.1 

배터리는 크게 차 전지와 차 전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 2 , 

비 충전식 배터리인 차 전지는 높은 비 에너지와 긴 보관시간 및 사용 즉시 - 1 -

동작이 가능한 장점을 가짐으로서 현재 손목시계 리모컨 장난감 등에서 많이 , , 

사용되고 있다 차 전지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 2

어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전기를 만들어 내는 충전식 배터리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납 산 배터리 니켈 메탈 수소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가 대표적- , - - , -

이다 차 전지는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 전지에 비하여 . 2 , 1

가격이 비싸고 전지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독성이 더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납 산 배터리 1) - (Lead-acid battery)

가장 오래된 충전식 배터리 방식 중 하나이며 튼튼하고 배터리 중에서 가격  , 

이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낮은 비 에너지와 제한된 사이클 수명으로 인해 납. - -

산 배터리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주로 전동 휠체어 골, , 

프카 비상등 무정전 전원 공급기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납 산 배터리의 , , (UPS) . -

장단점은 Table 3.1Table 3.1Table 3.1Table 3.1과 같으며 화학반응에 대한 개념도는 Fig. 3.2Fig. 3.2Fig. 3.2Fig.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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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저렴하고 단순한 제조공정 전력량 당 비용이 가장 낮음- ( - - )이미 성숙된 검증된 기술 신뢰성이 높음- ( )낮은 자기 방전률 충전식 배터리 중 가장 낮음- ( )높은 비 출력 높은 전류 방전이 가능- ( )
단점

낮은 비 에너지 중량 대비 에너지 비율이 좋지 않음- - ( )느린 충전시간 완충전에 시간 정도가 소요됨- ( 14 )황산화 방지를 위해서 항상 충전된 상태로 보관해야 함- 한정된 사이클 수명 반복되는 딥 사이클링은 배터리 수명을 단축- ( - )침수형은 급수가 필요함- 환경친화적이지 않음- 침수형은 운송 시 주의 필요함- 

Table 3.1Table 3.1Table 3.1Table 3.1 납 산 배터리 장단점 -

Fig. 3.2 Fig. 3.2 Fig. 3.2 Fig. 3.2 납 산 배터리 화학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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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메탈 수소 배터리 2) - - (NiMH battery)

높은 독성으로 인하여 특수한 분야로 사용이 제한되는 니켈 카드뮴 방식을   -

대체하는 배터리로서 독성이 적고 높은 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니켈 메탈- . - -

수소 배터리는 의료용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등에 주로 , 

사용되고 Table 3.2Table 3.2Table 3.2Table 3.2는 니켈 메탈 수소 배터리의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이며- - , 

Fig. 3.3Fig. 3.3Fig. 3.3Fig. 3.3은 화학반응에 의한 충 방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

장점 니켈 카드뮴 배터리보다 더 많은 용량- - 30~40% 니켈 카드뮴 배터리보다 메모리 효과가 덜함- -보관과 운송이 간편함 규제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환경친화적임 독성이 거의 없음- ( )니켈 함유로 인해서 재활용 수익성이 있음- 
단점

길지 않은 사용연한 깊은 방전은 수명을 감소시킴- ( )충전 알고리즘이 복잡함- 과충전에 취약함- 고속 충전이나 큰 부하에서 방전 시 발열 현상- 높은 자기방전률- 첨가제를 사용하면 자기방전률을 낮출 수 있지만 용량이 감소됨  ( )높은 온도에서 보관 시 성능이 저하됨-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시원한 장소에 보관해야함  (40 )℃ 

Table 3.2Table 3.2Table 3.2Table 3.2 니켈 메탈 수소 배터리 장단점 - -

Fig. 3.3 Fig. 3.3 Fig. 3.3 Fig. 3.3 니켈 메탈 수소 배터리 화학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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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 배터리 3) - (Li-ion battery)

현재 가장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배터리로서 일반 소비자용 휴대기기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전기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용으로도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니켈 계나 납 산 방식에 비해서 가격이 고가이고 리튬 배터리. - - , 

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회로가 필요하다. Table 3.3Table 3.3Table 3.3Table 3.3은 리튬 이온배터리의 장단점-

을 비교한 내용이며 화학반응 개념은 , Fig. 3.4Fig. 3.4Fig. 3.4Fig. 3.4와 같다.

장점 높은 비 에너지- -비교적 낮은 자기방전률 니켈 카드뮴과 니켈 수소의 절반 이하- ( - - )간편한 유지방법 주기적인 방전 필요 없음 메모리 효과 없음- ( , )
단점 전압과 전류를 제한하는 보호회로가 필요함- 사용하지 않아도 노화가 진행됨 노화는 모든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 (일이고 현대의 리튬 이온 방식은 다른 방식과 비슷한 수명을 가짐- )대량 운송시 운송 규제- 

Table 3.3Table 3.3Table 3.3Table 3.3 리튬 이온 배터리 장단점 -

Fig. 3.4 Fig. 3.4 Fig. 3.4 Fig. 3.4 리튬 이온 배터리 화학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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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변환장치전력변환장치전력변환장치전력변환장치3.2.2 3.2.2 3.2.2 3.2.2 

전기추진시스템의 전력변환장치는 역할에 따라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  

기와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 동일한 직류의 전압을 승 강압하는 , ·

컨버터로 구성한다DC-DC .

정류기1) AC-DC 

정류기는 전력변환방식에 따라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별도의 제어장AC-DC 

치가 필요 없는 다이오드를 이용한 방식과 교류전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DFE 

여 직류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나뉜다AFE .

  Fig. 3.5Fig. 3.5Fig. 3.5Fig. 3.5는 전기추진시스에서 방식을 적용한 블록도이며 발전기에서 생DFE , 

성된 교류전원을 상천이변압기와 다이오드 정류기를 사용하여 직류로 변환한 

후 속도제어가 가능한 주파수제어용 인버터를 적용한 시스템이다 다이오드 정. 

류기는 회로구성이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전원 입력단 측에 직접 연결되므로 

입력 전류의 총고조파왜형률 이 커지는 단점이 (THD:Total Harmonic Distortion)

있다 총고조파왜형률의 상승은 선박의 전체 전력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 

며 전기 전자 장비들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 , Fig. 3.5Fig. 3.5Fig. 3.5Fig. 3.5와 같이 정류기 

앞단에 상천이변압기를 설치하여 펄스 수를 증가시키거나 수동필터를 이용하여 

평활하므로서 고조파를 감소시킨다.

Fig. 3.5Fig. 3.5Fig. 3.5Fig. 3.5 방식 블록도 D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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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발전기로부터 출력된 상 교류전력을 능동 제어를 통해 직류로   AFE 3

변환하는 방식이며 제어가 가능한 전력용 반도체 스위치인 , ON/OFF IGBT, 

등을 사용한다MOSFET, GTO . Fig. 3.6Fig. 3.6Fig. 3.6Fig. 3.6은 방식 전기추진시스템의 블록도AFE 

이며 이러한 제어방식을 통해 전원 측 입력전류를 정현파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어 방식보다 총고조파왜형율이 개선되고 고조파 제거를 위한 별도의 DFE , 

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전력효율 개선 및 기관실 설치 공간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

Fig. 3.6Fig. 3.6Fig. 3.6Fig. 3.6 방식 블록도 AFE 

인버터2) DC-AC 

 인버터는 Fig. 3.7Fig. 3.7Fig. 3.7Fig. 3.7과 같이 직류 성분을 교류 성분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하

며 추진전동기의 속도 및 토크제어를 위한 전압과 주파수 조정용으로 사용된, 

다 인버터에 설치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는 등이 있으. IGBT, IGCT, MOSFET 

며 드라이브의 제어 방식으로는 간접벡터제어 나 직접토크제어 를 사, (FOC) (DTC)

용한다.

Fig. 3.7Fig. 3.7Fig. 3.7Fig. 3.7 인버터 입력 출력 전압 형태 D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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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벡터제어 방식은 유도전동기나 동기전동기 등의 고정자전류를 토크와 자  

속성분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제어함으로서 교류전동기에서 직류전동기의 토

크 제어특성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Fig. 3.8Fig. 3.8Fig. 3.8Fig. 3.8의 간접벡터제어 블록도와 같이 

전동기의 고정자에 공급되는 상의 전류 성분을 축으로 변환하여 파라미터를 3

단순화하며, 축을 자속성분으로 하고 축을 토크 성분으로 설정하여 제어한

다.

Fig. 3.8Fig. 3.8Fig. 3.8Fig. 3.8 간접벡터제어 블록도 

직접토크제어 방식은   Fig. 3.9Fig. 3.9Fig. 3.9Fig. 3.9의 직접벡터제어 블록도와 같이 고정자 자속과 

토크를 전동기의 전압과 전류 값으로 출력하고 자속과 토크의 기준 값과 비교

하여 히스테리시스 제어기로 입력되며 출력은 기준 값과 측정값의 오차를 줄, 

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압벡터를 만들어진 룩업테이블에서 선택하게 된다 자. 

속과 토크의 독립적 제어 특성과 제어구조의 단순함 등이 장점이며 룩업테이, 

블에 의한 출력으로 제어속도가 빠르고 전동기 회전자의 파라미터 영향을 적게 

받는 토크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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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Fig. 3.9Fig. 3.9Fig. 3.9 직접벡터제어 블록도 

컨버터3) DC-DC 

  직류전력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크기와 극성이 있으며 컨버터는 , DC-DC Fig. Fig. Fig. Fig. 

3.103.103.103.10과 같이 임의의 직류전원을 부하가 요구하는 형태의 직류전원으로 변환시

키는 전력변환장치이다. Fig. 3.11Fig. 3.11Fig. 3.11Fig. 3.11은 전력용 반도체 소자 커패시터 인덕터 및 , , 

변압기로 구성되는 컨버터 부스터 컨버터 를 나타내며 전력용 반도체소DC-DC ( ) , 

자는 입력 측에서 출력 측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고 인덕

터와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하거나 출력전압의 불필요한 

리플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역할을 한다 한편 입력과 출력 측의 전압이득. 

의 조절이나 전기적인 분리를 위해 변압기가 추가될 수 있다.

Fig. 3.10Fig. 3.10Fig. 3.10Fig. 3.10 컨버터 입력 출력 전압 형태 D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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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Fig. 3.11Fig. 3.11Fig. 3.11 컨버터 개념 부스터 컨버터 DC-DC ( ) 
추진전동기추진전동기추진전동기추진전동기3.2.3 3.2.3 3.2.3 3.2.3 

전기추진시스템의 추진전동기는 기존 기계식추진방식의 디젤엔진에 비해 진  

동 및 소음의 발생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조종능력과 속응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구조와 동작원리에 따라 크게 직류전동기 유도전동기 동기전동기로 구, , 

분한다 하지만 직류전동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유도전동기와 동기전동기를 추진전동기

로 사용하고 있다.

유도전동기 1) 

유도전동기의 구조는   Fig. 3.12Fig. 3.12Fig. 3.12Fig. 3.12와 같이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자에 배치된 고정자 권선은 상 평형 교류전원을 통해 회전자계를 형성하3

고 이 회전자계에 의해 회전자에 유도된 기전력에 의해 회전자가 회전하는 원

리는 갖는다 간단한 구조를 가진 유도전동기는 일정 전압과 일정 주파수의 전. 

원에 의해 거의 동기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하는 일정 속도 전동기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전력전자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버터를 이용한 전압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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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조정으로 효율적이고 폭넓은 속도제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계적으. , 

로 견고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 현재 추진전동기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

Fig. 3.12Fig. 3.12Fig. 3.12Fig. 3.12 유도전동기 구조 

동기전동기2) 

동기전동기는   Fig. 3.13Fig. 3.13Fig. 3.13Fig. 3.13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자 구조는 유도전동기

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 전원을 연결하면 유도전동기와 같이 회전자계가 발생3

한다 이 회전자계를 따라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회전자의 구조는 원통형과 돌. 

극형이 있으며 통상 원통형은 고속용으로 사용되며 돌극형은 저속용으로 사, 

용된다 회전자의 자속은 독립된 직류전원에 연결된 계자권선으로부터 얻기 . 

때문에 출력의 범위가 넓고 효율이 높아 수 급의 대용량 추진전동기로 많MW

이 사용되어 왔지만 계자자속을 생성하기 위한 여자기를 설치해야하므로 시스

템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회전자를 영구자석으로 만들. 

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출력 밀도와 효율이 높은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를 추

진전동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고가인 영구자석의 비용 문제로 인해 높은 출력

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적용이 어렵고 주로 소형선박의 저출력 추진시스템

이나 특수선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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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Fig. 3.13Fig. 3.13Fig. 3.13 동기전동기 구조 

육상전원 공급시스템육상전원 공급시스템육상전원 공급시스템육상전원 공급시스템3.2.4 3.2.4 3.2.4 3.2.4 

육상전원 공급시스템 은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Fig. 3.14Fig. 3.14Fig. 3.14Fig. 3.14와 같이 선

박 접안 시 육상에서 선박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선내 장비를 운전하거나 배터

리 전기추진선박의 배터리를 충전한다 선박에서는 정박 중에도 하역작업에 필. 

요한 하역기기 선내 조명 기관실의 보조기기 등의 운전을 위해 지속적인 전원, , 

공급이 필요하며 기존에는 정박 중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 

디젤엔진 발전기를 운전하였다 하지만 디젤엔진 발전기를 대신하여 육상전원 . 

공급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배기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하나의 방

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몇몇 항구에서는 육상전원 공급시스템을 

강제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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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Fig. 3.14Fig. 3.14Fig. 3.14 육상전원 공급시스템 구성 

우리나라는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와 제이에이치훼리 선사에서 인천 백령도  -

를 운영하는 총톤수 급 여객선과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 한나2,100[ton] , 

라호가 육상전원 공급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다. Fig. 3.15Fig. 3.15Fig. 3.15Fig. 3.15는 한국해양대

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의 육상전원 공급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Fig. 3.15Fig. 3.15Fig. 3.15Fig. 3.15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 육상전원 공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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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실 선박 적용 검토제 장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실 선박 적용 검토제 장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실 선박 적용 검토제 장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실 선박 적용 검토4 4 4 4 

기존의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대상선박기존의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대상선박기존의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대상선박기존의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대상선박4.1 4.1 4.1 4.1 

우리나라의 연근해를 운항중인 여객선의 종류는   Table 4.1Table 4.1Table 4.1Table 4.1과 같이 일반선 차, 

도선 고속선 쾌속선 초쾌속선 카훼리으로 분류되며 한국해운조합에서 발간, , , , , 

한 년 연안해운통계연보 에 따르면 년에 등록된 우리나라 연안 여“2017 ” 2017

객선은 총 척이었고 그 중 차도선이 척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167 , 102 (61%)

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중 대형 선박에 적용할 경우에 배  ·

터리의 용량에 따른 운항시간 및 과중한 배터리 무게 등의 문제로 인해 선박의 

설치에 많은 제약이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동안 연안을 항해하는 소형 여객선. 

의 경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이용하였을 때 연료소모량 저감 및 낮은 유지보

수비용으로 경제적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음 저진동 등의 여러 가지 , ,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디젤추진시스템 대체를 위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중 운항 특성상 항해시간이 

짧고 비교적 정박시간이 길며 연안 여객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차, 

도선을 비교 대상선박으로 선정하였다. Table 4.1Table 4.1Table 4.1Table 4.1은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 종류

별 척수 및 비율을 나타낸다.

일반선 차도선 고속선 쾌속선 초쾌속선 카훼리 합계척수 21 102 5 9 15 15 167비율 13 % 61 % 3 % 5 % 9 % 9 % 100 %
Table 4.1 Table 4.1 Table 4.1 Table 4.1 여객선 분류별 척수 및 비율



- 26 -

디젤기관 선박의 구성 및 사양디젤기관 선박의 구성 및 사양디젤기관 선박의 구성 및 사양디젤기관 선박의 구성 및 사양4.1.1 4.1.1 4.1.1 4.1.1 

선박의 규모에 따라서 소형선박과 중 대형 선박에서의 설비구성에 약간의   ·

차이가 있으며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Fig. 4.1Fig. 4.1Fig. 4.1Fig. 4.1과 같이 연료유 펌프 및 윤활유 펌

프 냉각수 쿨러 윤활유 쿨러가 디젤엔진과 일체형으로 선박에 설치되어지고, , , 

중 대형 선박의 경우는 각각의 개별 구성품으로 선박에 설치가 된다· . Fig. 4.1Fig. 4.1Fig. 4.1Fig. 4.1

은 연안항해용 차도선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디젤엔진이다.

Fig. 4.1Fig. 4.1Fig. 4.1Fig. 4.1 연안항해용 차도선에 설치된 디젤엔진  

차도선에 설치된 디젤엔진의 시스템 사양은 다음   Table 4.2Table 4.2Table 4.2Table 4.2와 같다. 항목 제원실린더 개수 6실린더 직경 130[mm]실린더 행정 155[mm]압축비 17.2:1크기 길이 1,885[mm]넓이 820[mm]높이 1,308[mm]무게 1,620[kg]

Table 4.2Table 4.2Table 4.2Table 4.2 디젤엔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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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박의 실 해역 운전 환경 분석대상선박의 실 해역 운전 환경 분석대상선박의 실 해역 운전 환경 분석대상선박의 실 해역 운전 환경 분석4.1.2 4.1.2 4.1.2 4.1.2 

대상선박인 차도선의 운전환경을 분석한 결과   Fig. 4.2Fig. 4.2Fig. 4.2Fig. 4.2와 같이 인천 하리항을 

출항하여 미법항 경유하여 서검항으로 입항하는 항로이다.

Fig. 4.2Fig. 4.2Fig. 4.2Fig. 4.2 대상선박 운항 구간 

대상선박의 제원은 최대선속 총톤수 최대 출력 디  10[knot], 69[ton], 500[kW] 

젤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선박이며 왕복 운항에 약 가량 소요되며 하루72[min]

에 회 왕복한다4 . Table 4.3Table 4.3Table 4.3Table 4.3은 대상선박의 제원을 나타낸다.

항목 제원최대선속 10 [Knot]총톤수 69 [ton]출력 500 [kW] at 400 [rpm]운항시간 항차( ) 회 일 회 운항72[min/ ] (1 4 )선박 총길이 26.8 [m]선박 너비 7 [m]만재흘수 1.9 [m]

Table 4.3Table 4.3Table 4.3Table 4.3 대상선박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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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항로별 엔진의 출력 회전수 선속 및 구간별 운항시간을 실측한 결과를   , , 

Table 4.4Table 4.4Table 4.4Table 4.4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운항 구간 구분 엔진 출력 선속[knot] 구간별운항시간kW rpm하리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200 1120 5.6 2[min]하리항 항내 운항정속운항 정속운항 400 1464 7.3 8[min]미법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200 1120 5.6 2[min]미법항 입항 구간미법항 승객 하선 승 하선· - - - -미법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200 1120 5.6 2[min]미법항 항내 운항정속 운항 정속운항 500 2000 10 20[min]서검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200 1120 5.6 2[min]서검항 입항 구간서검항 승객 하선 승 하선· - - - -서검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200 1120 5.6 2[min]서검항 항내 운항정속 운항 정속운항 500 2000 10 20[min]미법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200 1120 5.6 2[min]미법항 입항 구간미법항 승객 하선 승 하선· - - - -미법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200 1120 5.6 2[min]미법항 항내 운항정속운항 정속운항 400 1464 7.3 8[min]하리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200 1120 5.6 2[min]하리항 입항 구간하리항 승객 하선 승 하선· - - - -

Table 4.4 Table 4.4 Table 4.4 Table 4.4 운항구간별 엔진 출력 회전수 선속 및 운항시간, , 



- 29 -

대상선박의 대체 추진시스템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대상선박의 대체 추진시스템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대상선박의 대체 추진시스템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대상선박의 대체 추진시스템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4.2 4.2 4.2 4.2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구성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구성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구성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구성4.2.1 4.2.1 4.2.1 4.2.1 

 대상선박의 대체로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세부 구성은  

Fig. 4.3Fig. 4.3Fig. 4.3Fig. 4.3과 같이 리튬 이온 배터리 컨버터 인버터 추진전동기 - , DC-DC , DC-AC , 

및 배터리 충전을 위한 육상전원 공급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Fig. 4.3 Fig. 4.3 Fig. 4.3 Fig. 4.3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구성 
대체 선박에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세부구성대체 선박에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세부구성대체 선박에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세부구성대체 선박에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세부구성4.2.2 4.2.2 4.2.2 4.2.2 

배터리1) 

대체 선박에 적용하고자 하는 배터리의 상세 제원은   Table 4.5Table 4.5Table 4.5Table 4.5와 같으며 식 

의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추진에 필요한 배터리의 용량을 환산한 결과는 (4-1)

으로 도출되었다415[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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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누적운전시간( )100[kW] 16[min]200[kW] 16[min]500[kW] 40[min]
Table 4.5 Table 4.5 Table 4.5 Table 4.5 출력별 누적운전시간

       ×   ×  ×          (4-1)

여기서, 는 배터리 필요 용량,  , ,은 각각의 출력,  ,,는 각각 출력에서의 누적시간을 나타낸다.

배터리 용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방전심도 를 고려하였으  (Depth of discharge)

며 과도하게 사용된 기계장치가 빨리 마모되는 것처럼 방전심도의 깊이는 사, 

용할 수 있는 배터리 사이클 수를 결정한다. Table 4.6Table 4.6Table 4.6Table 4.6은 사용주기와 방전심도

를 나타내고 있으며 얕은 방전 심도로 방전하면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지만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배터, 

리 용량 손실이 약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 배터리의 안정적인 사용이 불70[%] 

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를 정도까지만 사용하도록 배터리 전기추50[%] 

진시스템을 모델링하였으며 따라서 대체 선박의 전기추진시스템 구동을 위한 , 

총 배터리 필요용량은 로 산정 하였다830[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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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심도 (Depth of discharge) 방전 횟수100 % 50050 % 150025 % 250020 % 4700

Table 4.6 Table 4.6 Table 4.6 Table 4.6 사용 주기와 방전심도

  

 Table 4.7Table 4.7Table 4.7Table 4.7의 배터리 제원을 바탕으로 산정된 용량의 배터리 시스템 구성에 필

요한 배터리의 개수는 개이며 무게는 약 이고 배터리의 부피는 41,500 , 5.2[ton]

2.3[m
3
임을 확인하였다] .

구분 값Nominal voltage(under 1.1[A] at 20[ ])℃ 3.7[V]Typical capacity(under 1.1[A] at 20[ ] 2.75[V] out-off)℃ 5.4[Ah]Diameter (Max) 34.20[mm]Height (Max) 59.43[mm]Typical weight 125[g]Lithium equivalent content 1.62[g]Nominal energy 20.0[Wh]

Table 4.7 Table 4.7 Table 4.7 Table 4.7 설치될    배터리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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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동기2) 

추진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가 용이하여 유지보수가 필요 없으며 현  

재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도전동기를 선택하였으며 추진전, 

동기의 상세 제원은 Table 4.8Table 4.8Table 4.8Table 4.8과 같다.파라미터 값정격 출력 500[kW]극수 6최전수 400[rpm]고정자 저항 0.0045[ ]Ω고정자 인덕턴스 0.0957[H]회전자 저항 0.007[ ]Ω회전자 인덕턴스 0.1486[H]상호 인덕턴스 2.75[H]광선모멘트 20.1[j]

Table 4.8Table 4.8Table 4.8Table 4.8 추진전동기 제원 

적용된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운전환경 설정적용된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운전환경 설정적용된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운전환경 설정적용된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운전환경 설정4.2.3 4.2.3 4.2.3 4.2.3 

디젤엔진 추진선박과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동일한 비교 분석을 위해  , 4.1.24.1.24.1.24.1.2

장장장장의 Table 4.4 Table 4.4 Table 4.4 Table 4.4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환경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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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디젤기관 추진시스템 및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제 장 디젤기관 추진시스템 및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제 장 디젤기관 추진시스템 및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제 장 디젤기관 추진시스템 및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5 5 5 5 

적용한 선박의 운전특성 분석 및 결과적용한 선박의 운전특성 분석 및 결과적용한 선박의 운전특성 분석 및 결과적용한 선박의 운전특성 분석 및 결과

디젤기관 선박의 운전 특성디젤기관 선박의 운전 특성디젤기관 선박의 운전 특성디젤기관 선박의 운전 특성5.1. 5.1. 5.1. 5.1. 

디젤엔진 추진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상선박의 운항구간을   4.1.24.1.24.1.24.1.2장의 Table 4.4Table 4.4Table 4.4Table 4.4

를 바탕으로 항내구간 정속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구간에서의 연료소모량 , 

및 배기가스 배출량을 실험을 통하여 실측하였다.

연료 소모량 측정연료 소모량 측정연료 소모량 측정연료 소모량 측정5.1.1 5.1.1 5.1.1 5.1.1 

각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소모량의 측정은   Table 5.1Table 5.1Table 5.1Table 5.1과 같이 대상선박과 동

일한 용량의 엔진으로 테스트 베드를 설치하여 측정시험을 진행하였다

선박용 행정 엔진4● 모델명   - : 5L23/30H제작사   - : STX engine실린더 수   - : 5동력계● 모델명   - : DT-3000제작사   - : GO-POWER  - TYPE : Water Brake유량계● 모델명   - : Promass 80F제작사   - : Endress+hauser 적산 질량유량계  - TYPE : 

Table 5.1 Table 5.1 Table 5.1 Table 5.1 연료소모량 측정에 이용된 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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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내구간 연료소모량 엔진출력 회전수 1) ( 100[kW] 55[rpm])–

연료소모량은 한 구간에서 회씩 측정하였으며 회 측정값에 대한 평균값을   5 , 5

실제 연료소모량으로 정리하였다 연료소모량의 평균은 이며 단위 출. 30.74[kg/h]

력당 연료소모량은 로 확인되었다307.4[g/kWh] .Inlet
(kg/h)(kg/h)(kg/h)(kg/h)

Return
(kg/h)(kg/h)(kg/h)(kg/h)

유량 유량 유량 유량 

(kg/h)(kg/h)(kg/h)(kg/h)

g/kWhg/kWhg/kWhg/kWh1차
619.68 590.06

29.62 296.2

2차
621.61 589.59

32.02 320.2

3차
620.53 589.87

30.66 306.6

4차
620.34 589.50

30.84 308.4

5차
620.15 589.61

30.54 305.4

평균 30.74 307.4

Table 5.2 Table 5.2 Table 5.2 Table 5.2 항내구간 연료소모량 실측 데이터(100[kW] 55[r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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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항 미법항 정속구간 연료소모량 엔진출력 회전수 2) ( 200[kW] 100[rpm])↔ –

연료소모량은 회씩 측정하였으며 회 측정값에 대한 평균값을 실제 연료소  5 , 5

모량으로 하였다 연료 소모량 평균은 이며 단위 출력당 연료소모량. 51.39[kg/h]

은 로 확인되었다257.0[g/kWh] .Inlet
(kg/h)(kg/h)(kg/h)(kg/h)

Return
(kg/h)(kg/h)(kg/h)(kg/h)

유량 유량 유량 유량 

(kg/h)(kg/h)(kg/h)(kg/h)

g/kWhg/kWhg/kWhg/kWh1차
631.89 581.68

50.21 251.1

2차
632.29 581.52

50.77 253.9

3차
632.78 581.56

51.22 256.1

4차
633.52 581.18

52.34 261.7

5차
633.17 580.76

52.41 262.1

평균 51.39 257.0

Table 5.3 Table 5.3 Table 5.3 Table 5.3 하리항 미법항 정속구간 연료소모량 실측 데이터(200[kW] 100[r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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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항 하리항 정속구간 연료소모량 엔진출력 회전수 3) ( 500[kW] 400[rpm])↔ –

연료소모량은 회씩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을 실제 연료소모량으로 하였다 연  5 , . 

료 소모량 평균은 이며 단위 출력당 연료소모량은 로 113.97[kg/h] 227.9[g/kWh]

확인되었다. Inlet
(kg/h)(kg/h)(kg/h)(kg/h)

Return
(kg/h)(kg/h)(kg/h)(kg/h)

유량 유량 유량 유량 

(kg/h)(kg/h)(kg/h)(kg/h)

g/kWhg/kWhg/kWhg/kWh1차
668.21 554.24

113.97 227.9

2차
668.15 554.03

114.12 228.2

3차
667.88 554.05

113.83 227.7

4차
667.78 553.66

114.12 228.2

5차
667.80 553.99

113.81 227.6

평균 113.97 227.9

Table 5.4 Table 5.4 Table 5.4 Table 5.4 미법항 하리항 정속구간 연료소모량 실측 데이터(500[kW] 400[r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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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측정 5.1.2 5.1.2 5.1.2 5.1.2 

대상선박의 운항환경별 배기가스의 종류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Table Table Table Table 

5.55.55.55.5에 제시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디젤엔진 추진시스템의 부하에 따른 배기가스 

성분을 조사하고 각 배출가스별 배출량을 측정하였다.

가스성분분석기● 모델명   - : DX-4000제작사   - : GASMET측정방식   - : FT-IRHeat Sample line● 모델명   - : H340A-030-04-B3B2BL제작사   - : GASMET장비사양 최대온도   - : 200℃Heated sample pump● 모델명   - : Portable제작사   - : GASMET장비사양   - : 4 /minℓ작동온도              : 180℃Sample probe● 모델명   - : PSP400-H제작사   - : GASMET장비사양 최대온도   - : 600℃

Table 5.5 Table 5.5 Table 5.5 Table 5.5 배출가스 측정에 이용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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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내구간 배출가스 측정 데이터 엔진출력 회전수 1) ( 100[kW] 55[rpm])–

배출가스는 회당 간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항내구간에  10[sec] , 50 . 

서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평균값은 이며 질소산화물3.93[vol-%] , 

의 평균 배출량은 이다420.09[ppm] .

0 10 20 30 40 50

0

2

4

6

8

10

C
O

2
 (

v
o
l-
%

)

Number of measurements

(a) CO2 그래프 

0 10 20 30 40 5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N
O

x
 (

p
p
m

)

Number of measurements(b) NOX 그래프 
Fig. 5.1 Fig. 5.1 Fig. 5.1 Fig. 5.1 항내구간 배출가스 측정 데이터(100[kW] 55[rpm]) –



- 39 -

하리항 미법항 정속구간 배출가스 측정데이터 엔진출력 회전수 2) ( 200[kW] ↔ –

100[rpm])

배출가스는 회당 간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이산화탄소  10[sec] , 50 . 

의 평균값은 이며 질소산화물의 평균 배출량은 이다5.11[vol-%] , 622.22[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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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항 하리항 정속구간 배출가스 측정데이터 엔진출력 회전수 2) ( 500[kW] ↔ –

400[rpm])

배출가스 측정값은 회당 간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이산  10[sec] , 50 . 

화탄소의 평균값은 이며 질소산화물의 평균 배출량은 이5.3[vol-%] , 1063.85[pp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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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 선박의 운전특성 결과 분석 디젤기관 선박의 운전특성 결과 분석 디젤기관 선박의 운전특성 결과 분석 디젤기관 선박의 운전특성 결과 분석 5.1.3 5.1.3 5.1.3 5.1.3 

디젤기관 선박의 각 구간별 선속 출력 연료소모량 및 배기가스 배출량은   , , 

Table 5.6Table 5.6Table 5.6Table 5.6과 Table 5.7 Table 5.7 Table 5.7 Table 5.7과 같다 배출가스 배출량은 구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 

평균값을 무게로 환산하였다. 

하리항 출항 미법항 입항 구간1) 

운항 구간 구분 출력[kW] 선속[knot] 운항시간[min] 연료소모량[kg] 배기가스 배출량CO2[kg] NOx[kg]하리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100 5.6 2 1.03 2.6 0.03하리항 항내 운항정속운항 정속운항 200 7.3 8 6.85 17.41 0.02미법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100 5.6 2 1.03 2.6 0.03미법항 입항 구간미법항 입항 승객하선 - - - - - -

Table 5.6 Table 5.6 Table 5.6 Table 5.6 하리항↔↔↔↔미법항 운항구간 운전 특성

미법항 출항 서검항 입항 구간2) 

운항 구간 구분 출력[kW] 선속[knot] 운항시간[min] 연료소모량[kg] 배기가스 배출량CO2[kg] NOx[kg]미법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100 5.6 2 1.03 2.6 0.03미법항 항내 운항정속운항 정속운항 500 10.0 20 37.99 96.45 2.16서검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100 5.6 2 1.03 2.6 0.03서검항 입항 구간서검항 입항 승객하선 - - - - - -

Table 5.7 Table 5.7 Table 5.7 Table 5.7 미법항↔↔↔↔서검항 운항구간 운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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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시스템 구성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시스템 구성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시스템 구성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시스템 구성5.2 5.2 5.2 5.2 

디젤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기존의 차도선을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선박으로 대체하여 운항할 경우와 동일하게 대상 선박의 운항구간별 운전환경

을 설정하여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운전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디젤엔진 추진선박을 대체할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전체 추진시스템  

은 Fig. 5.4Fig. 5.4Fig. 5.4Fig. 5.4와 같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충전 및 방전 제어를 위. 

한 시스템을 Fig. 5.5Fig. 5.5Fig. 5.5Fig. 5.5에 나타내었다 또한 추진전동기의 속도 및 토크제어를 위. , 

한 인버터 제어 알고리즘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간접벡터제어를 활용하였으며 

Fig. 5.6Fig. 5.6Fig. 5.6Fig. 5.6에 제어시스템의 구성도를 제시하였다.

+

-

Li-Ion Battery
Propulsion Motor Load

V_batt

Idc_LV

Bi-Directional Converter

P1P2

Vdc V

Shaft_speed

b

a

c

d

q

o

nm

Id

Iq

theta

nm

Q1 Q3 Q5

IM

Va

Vb

Vc

J_vehicle

M E

Fig. 5.4 Fig. 5.4 Fig. 5.4 Fig. 5.4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전체 구성도 



- 43 -

Charg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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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배터리 및 추진전동기의 사양  

과 파라미터는 4.24.24.24.2장의 Table 4.7Table 4.7Table 4.7Table 4.7과 Table 4.8Table 4.8Table 4.8Table 4.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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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5.3 5.3 5.3 5.3 

속도응답 특성속도응답 특성속도응답 특성속도응답 특성5.3.1 5.3.1 5.3.1 5.3.1 

  Fig. 5.7  Fig. 5.7  Fig. 5.7  Fig. 5.7은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속도응답 특성에 대한 우수성을 확인을 

위해  의 저속 중속 고속 영역의 계단 속도 지령55[rpm], 100[rpm], 400[rpm] , , 

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하고 있으며 지령값에 양호하게 추종함을 알 ,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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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운항구간별 시뮬레이션 결과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운항구간별 시뮬레이션 결과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운항구간별 시뮬레이션 결과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운항구간별 시뮬레이션 결과5.3.2 5.3.2 5.3.2 5.3.2 

항내구간 시뮬레이션 데이터 전동기출력 회전수 1) ( 100[kW] - 55[rpm])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Fig. 5.8Fig. 5.8Fig. 5.8Fig. 5.8과 같이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대상선박과 동일

하게 추진전동기의 출력 회전속도 전류 실효값 의 운전100[kW], 55[rpm], 80[A]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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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항 미법항 정속구간 시뮬레이션 데이터 전동기출력 회전수 2) ( 200[kW] - ↔

100[rpm])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대상선박과 동일하게 추진전동기  

의 출력 회전속도 전류 실효값 의 출력 결과를 확인200[kW], 100[rpm], 178[A]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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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Fig. 5.9 Fig. 5.9 Fig. 5.9 하리항 미법항 정속구간 배터리 전기추진 (200[kW] - 100[rpm]) ↔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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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항 하리항 정속구간 시뮬레이션 데이터 전동기출력 회전수 3) ( 500[kW] - ↔

400[rpm])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대상선박과 동일하게 추진전동기의 출력 회전  500[kW], 

속도 전류 실효값 의 결과를 얻었다400[rpm], 28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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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Fig. 5.10 Fig. 5.10 Fig. 5.10 미법항 하리항 정속구간 배터리 전기추진 (500[kW] 400[rpm]) ↔ –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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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운전 특성 결과 분석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운전 특성 결과 분석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운전 특성 결과 분석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운전 특성 결과 분석 5.3.3 5.3.3 5.3.3 5.3.3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각 구간별 출력 선속 전압 전류 및 배기가스 배출  , , , 

량은 Table 5.8Table 5.8Table 5.8Table 5.8, Table 5.9 Table 5.9 Table 5.9 Table 5.9와 같다.

하리항 출항 미법항 입항 구간1) 

운항 구간 구분 출력[kW] 선속[knot] 운항시간[min] 전압[V] 전류[A] 배기가스배출량하리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100 5.6 2 1000 80 ×하리항 항내 운항정속운항 정속운항 200 7.3 8 1000 178 ×미법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100 5.6 2 1000 80 ×미법항 입항 구간미법항 입항 승객하선 - - - - - -

Table 5.8 Table 5.8 Table 5.8 Table 5.8 하리항↔↔↔↔미법항 운항구간 운전 특성

미법항 출항 서검항 입항 구간2) 

운항 구간 구분 출력[kW] 선속[knot] 운항시간[min] 전압[V] 전류[A] 배기가스배출량미법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100 5.6 2 1000 80 ×미법항 항내 운항정속운항 정속운항 500 10.0 20 1000 281 ×서검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100 5.6 2 1000 80 ×서검항 입항 구간서검항 입항 승객하선 - - - - - -

Table 5.9Table 5.9Table 5.9Table 5.9 미법항 ↔↔↔↔서검항 운항구간 운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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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 결과비교 분석 결과비교 분석 결과비교 분석 결과5.4 5.4 5.4 5.4 

  5.1.35.1.35.1.35.1.3장과 5.2.25.2.25.2.25.2.2장 결과를 통하여 각 운항구간 별 출력과 선속이 동일함을 확

인하였고 연료소모량 및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 

다.

하리항 출항 미법항 입항 구간1) 

  Table 5.10Table 5.10Table 5.10Table 5.10과 Table 5.11 Table 5.11 Table 5.11 Table 5.11에서 하리항↔↔↔↔미법항 구간에서의 연료 소모량과 동일

한 구간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였으며 연료 소모량과 배기가스 배출 특성

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운항 구간 구분 연료 소모량[kg]디젤기관 추진 배터리 전기추진하리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1.03 ×하리항 항내 운항정속운항 정속운항 6.85 ×미법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1.03 ×미법항 입항 구간합계 8.91 ×

Table 5.10 Table 5.10 Table 5.10 Table 5.10 하리항↔↔↔↔미법항 운항구간의 연료유 소모량 비교

운항 구간 구분 CO2[kg] NOx[kg]디젤기관 추진 배터리 전기추진 디젤기관 추진 배터리 전기추진하리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2.6 × 0.03 ×하리항 항내 운항정속운항 정속운항 17.41 × 0.02 ×미법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2.6 × 0.03 ×미법항 입항 구간합계 22.61 × 0.08 ×

Table 5.11 Table 5.11 Table 5.11 Table 5.11 하리항↔↔↔↔미법항 운항구간의 배기가스 배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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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항 출항 서검항 입항 구간2) 

  Table 5.12Table 5.12Table 5.12Table 5.12와 Table 5.13 Table 5.13 Table 5.13 Table 5.13에서 미법항↔↔↔↔서검항 구간에서의 연료 소모량과 동일

한 구간에서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에서 운항구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료 소모량 절감과 배기가스 배출량 저감에 있어서 더욱 큰 우수성을 보인다.

운항 구간 구분 연료 소모량[kg]디젤기관 추진 배터리 전기추진미법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1.03 ×미법항 항내 운항정속운항 정속운항 37.99 ×서검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1.03 ×서검항 입항 구간합계 40.05 ×

Table 5.12 Table 5.12 Table 5.12 Table 5.12 미법항↔↔↔↔서검항 운항구간의 연료유 소모량 비교

운항 구간 구분 CO2[kg] NOx[kg]디젤기관 추진 배터리 전기추진 디젤기관 추진 배터리 전기추진미법항 출항 구간 항내운항 2.6 × 0.03 ×미법항 항내 운항정속운항 정속운항 96.45 × 2.16 ×서검항 항내 운항 항내운항 2.6 × 0.03 ×서검항 입항 구간합계 101.65 × 2.22 ×

Table 5.13 Table 5.13 Table 5.13 Table 5.13 미법항↔↔↔↔서검항 운항구간의 배기가스 배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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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항로 항차 하리항3) (1 / ↔미법항↔서검항 왕복구간)

  Table 5.14Table 5.14Table 5.14Table 5.14는 대상 선정 선박의 전체 항로 항차 와 하루 운항 시에 발생하는 (1 )

연료의 소모량을 비교하였으며, Table 5.15Table 5.15Table 5.15Table 5.15는 동일한 구간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에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이 보다 우수한 연료량 및 . 

배기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운항 구간 연료 소모량[kg]디젤기관 추진 배터리 전기추진하리항 미법항 구간- 8.91 ×미법항 서검항 구간- 40.05 ×서검항 미법항 구간- 40.05 ×서검항 하리항 구간- 8.89 ×항차 합계1 97.92 ×일 항차1 (4 ) 391.68 ×

Table 5.14 Table 5.14 Table 5.14 Table 5.14 연료유 소모량 비교

운항 구간 CO2[kg] NOx[kg]디젤기관 추진 배터리 전기추진 디젤기관 추진 배터리 전기추진하리항 미법항 구간- 22.61 × 0.08 ×미법항 서검항 구간- 101.65 × 2.22 ×서검항 미법항 구간- 101.65 × 2.22 ×서검항 하리항 구간- 22.61 × 0.08 ×항차 합계1 248.52 × 4.6 ×일 항차1 (4 ) 994.08 × 18.4 ×

Table 5.15 Table 5.15 Table 5.15 Table 5.15 배기가스 배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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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6 6 6 6 

본 논문에서는 연근해에서 운항중인 여객선의 중 차도선을 대상선박으로 선  

정하여 대상선박의 운항환경을 바탕으로 추진시스템 이외의 선박 제원은 동일, 

하다는 가정 하에서 디젤기관 추진시스템을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으로 대체하

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측면의 장점으로는 항차 기준 연료유 소모량은 을 줄일 [1] 1 , 97.92[kg]

수 있으며 대상선박의 경우 하루 회 운항하므로 하루에 의 연료유 , 4 391.68[kg]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 

는 원 이며 배터리 충전에 필요한 충전 비용은 원 이다 하루에 486,262[ ] , 288,508[ ] . 

원 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197,754[ ] .

기준 전국 경유 평균가 원 리터 경유 (2018.10. , 1,514[ / ], Density, 820[kg/m
3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단가 환경부 원(2018.10.24. _ , 173.8[ /kWh])

환경적 측면의 장점으로는 항차 기준 이산화탄소는 질소산화[2] 1 , 248.52[kg], 

물은 을 줄일 수 있으며 대상선박의 경우 하루 회 운항하므로 하루 기4.6[kg] , 4

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을 줄일 수 있다994.08[kg], 18.4[kg] .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비교 대상 선박의 운전환경[3] 

에서 배터리 추진전동기 를 이용하여 기존의 디젤기관과 동830[kWh], 500[kW]

일한 환경의 운항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우수성, 

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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