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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 함정의 전력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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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우 전기 추진 선박은 특수선 분야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함정의 작전 중의 정숙성 및 생존성을 위해 

전기 추진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군사 무기에서도 많은 전력이 필요한 무기체계가 증가함에 따라 이

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전의 함정의 경우 디젤발전기와 디젤 발전기를 복합한 방식(CODAD), 가스터빈

발전기와 가스터빈 발전기를 복합한 방식(COGAG), 디젤발전기와 가스터빈을 복합한 방식(CODLAG)을 사용하였다. 그

러나 전기추진시스템의 효율 및 비용 개선으로 인하여 초기 비용은 전기 추진 시스템이 높지만 운영비용을 추산하면 

전기 추진시스템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은 전기추진시스템(IFEP:Intergrated Full Electrical 

Propulsion)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1-3]

Figure 1 The structure of IFEP Figure 2 Operation profiles 

 

Figure 3 Designed algorithm 

영국해군의 구축함(IFEP적용 선박)의 경우 동일한 함정의 경우에도 운용특성에 따라, 그림 2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부하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전기 추진시스템은 발전기와 축전지를 복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축전지에 전력을 

충전하였다가 사용함으로서 발전기의 운전을 줄일 수 있으며, 발전기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저부하로 인한 발전

기의 효율 낭비를 막을 수 있다.이러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축전지와 발전기의 용량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함정의 운항 특성에 따른 발전기와 축전지 용량을 설계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설계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설계알고리즘에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  부분은 가상의 함정 전력운용 상태를 가정하여 발전기와 축전지 

용량의 최적값을 찾도록 시뮬레이션 하였다. 선박에서 요구되는 전력량을 만족하면서 현재 발전기 및 축전지의 설치

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 부분에 대한 평가함수를 가지고 최적값을 도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상의 함정의 운용 특성에 따라 발전기와 축전지의 용량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실제 함정운영자료 및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프로그램의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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