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선박 배선용 차단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압, 극수, 부

하 전류, 고장 전류 및 부하의 기동 특성 등 여러 가지 고려
해야 사항들이 있으며, 기존의 차단기 선정 방식은 각 업체
가 제공하는 차단기 사양서 및 특성 곡선을 설계자가 직접 
확인하고, 부하의 정상적인 기동 시에 차단기가 오 동작 하
지 않도록, 차단기 용량 선정에 마진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박의 전력 시스템 설계 시에, 다양한 부하 특성에 
맞게 차단기 선정을 빠르고, 효율적이며,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본 프로그램 개발은 선박용 배선용 차단기 선정 기준을 정립
하고, 과정을 객관화 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전산화하는 과
정을 이해하고, 선박의 전력 시스템 설계에 실제 적용을 위하여 
현대 일렉트릭㈜ 배전기기 연구실과 협업으로 진행 되었다. 

 
2. 차단기(MCCB) 선정 시 고려 사항
일반적인 차단기 선정 시 고려 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계통의 전원 공급 System, 외기 온도 기준, 차단기 설치 방
식, 부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Fig. 1 Considerrations for the selection of MC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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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emperature Derating (온도 계수 보정)
차단기는 일반적으로 40도 기준으로 과부하 특성 곡선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박에 통상 적용되는 45도 또는 50
도의 외기 온도(Ambient Temparature) 적용 시에는 온도 계
수 보정(Temperature Derating)이 이루어 져야 한다.

Fig. 2 Temperature Derating Curve of Thermal type Circuit 
Breaker

Electric Cable의 정격 전류는 온도에 대한 계수 보정이 이
루어 져야 한다.

Fig. 3 Correction Factor for various ambient air temperature 
of Cable 

2.2 차단기 마진의 설정
실제 장비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서 정격 전류, 고장 전류, 

차단 시간 마진이 차단기 선정 시에 고려 되어야 한다.
통상, 정격 전류 15%, 정격 차단 전류(Breaking current) 

5%, 열동 차단기 ( Themal type MCCB) 경우 차단 특성 곡
선 상에 최대 및 최소 값의 차이로 인해 10 msec 의 차단 시
간 마진을 설정하였다.

2.3 부하 특성 고려
부하는 전열기와 같은 일반부하, 전등부하, Motor 부하, 

Inverter 부하 등으로 구분하여, 부하의 기동시 과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기본 정보
부하의 전압(Voltage), 극수(Poles), 부하전류(Load Current), 

고장전류(Fault Current)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Fig. 4 Table of Variable load characteristics

3. 차단기 자동 선정 프로그램 구축 과정
3.1 MCCB Data Base 구축

현대 일렉트릭 MCCB 총 119종의 Data Base를 구축하였다.
모델명, 전압, 극수, 정격 전류, 정격 차단 전류 등의 기본 

정보와 차단기 동작 특성 곡선을 DB 구축하였으며, 온도 보
정 계수 및 PLUG-IN 적용 계수가 반영되었다.

Fig. 5 Time – Current Characteristic Curve of MC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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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able Data Base 구축
선박용 전력 Cable HIS 규격 16종의 정격 전류 및 Short 

Circuit current 한계치에 대한 Data Base 구축하였다.

Fig. 6 Table of Short circuit limit of Cables

3.3 Motor 단일 부하 기동 특성 고려 
Motor 기동전류(IMS), 기동 시간(TMS) 및 정격 전류에 대응하

는 Long-delay trip과 Inrush current에 의한 instantaneous-trip
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Open Transition 방식 Y-delta 기동 방식 motor의 경우에
는 Y-delta transition시에 매우 큰 돌입 전류 (Inrush current)가 
발생하며, 차단기의 Instantaneous-trip 설정은 통상 아래와 같다.

직입기동 방식 경우 정상 기동 전류의 최소 1.4배 이상, 
Y-delta 기동 방식의 경우 정상 기동 전류의 최소 2.4배 이
상으로 설정 한다. 

Fig. 7 MCCB and Motor starting characteristic 

3.4 Motor Group 부하 특성 고려 
Motor Group 부하의 Main Circuit Breaker의 선정은 개별 

Motor가 순차적으로 기동한다고 가정하여 최대 개별 Motor
의 정격 전류를 IB max로 하고, 나머지 Motor의 정격 전류를  
I1, I2, … In-1 으로 표현하면,

IMAIN = IB max + (I1 + I2, + … In-1) × D
D = Demand Factor.

3.5 조명 및 전열 부하 특성 고려
통상, 조명과 전열 부하의 Switching surge current의 크

기는 의도하지 않는 차단기의 Trip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
에 Switching시의 과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조명 및 전열 부하는 차단기 정격의 80%를 넘지 않
도록 설계 한다.

3.6 Inverter 회로의 특성 고려
Inverter 방식의 Motor starter가 최근 Energy Saving 

system등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AC 전원을 DC로 변환하여 
Inverter에 의해 Variable AC 출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Harmonic Distortion 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온도 상승과 차
단기 특성 곡선상의 특징은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

MCCB의 정격 전류 IMCCB의 설정은 Motor 부하전류 I에 
Reduction Rate K를 적용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IMCCB ≥ K × I

Fig. 8 Reduction Rate of Inverter circuit 

3.7 차단기 자동 선정 알고리즘
아래 그림의 Flow Chart 와 같이 차단기 자동 선정 알고리

즘을 확정하였다.

Fig. 9 Flow Chart of Automatic MCCB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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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을 반복 수행 하면서, 차단 용량 및 차단기 프레임 
Size가 낮은 타입의 차단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3.8 프로그램 화면 구성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화면은 부하 특성 및 기본 정

보 입력하는 부분과 프로그램 계산 후에 Time-Current 특성 
곡선 및 선정된 MCCB를 표시하는 출력 부분으로 구성된다.

Fig. 10 User Interface of Program

3.9 시뮬레이션 결과
부하 특성 및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프로그램 구동하게 

되면 적합한 차단기가 선정되며, 부하 및 차단기 특성 곡선
과 Cable의 Thermal Damage 곡선이 함께 표시된다.

아래 선정된 차단기의 특성 곡선을 보면 차단기의 특성 곡
선 전체 영역에서 부하 특성 곡선 및 Cable 열적 한계 곡선 
사이에 마진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Result of MCCB Selection using Report function 
of the program

또한, 프로그램의 보고서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별로 
차단기 선정 결과를 문서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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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차단기 자동 선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MD에서 실제 건조하는 프로젝트의 전력 시스템 
설계 단계에 적용하였으며, Onboard Test 및 해상 시운전을 
통해 전력 계통 차단기 선정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실제 호선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기존 방식 대비하여, 차
단기 Frame Size 및 Cable 용량을 최소 마진으로 경량화가 
가능하여, 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차단기 Database Update를 통해서 새로운 타입의 
차단기 추가도 가능하며, 차단기 보호 협조 (Protective 
Coodination)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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