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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수중함의 전력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신
뢰성 분석을 위해 고장나무분석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고
장나무분석 결과는 추후 수중함 설계 시 현재의 전력 계통 체계에서 전
력 생산부와 전력 변환부의 장비 추가와 전력 배전부 구조의 변경가능
하게 함으로써 더 우수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는 수중함을 설계 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 서    론

전기추진선박의 전력시스템은 기계식추진시스템 또는 복합식 추진시
스템과 달리 발전시스템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하여 전동기에서 전기
적 추진력을 생산한다. 기계식 추진선박의 동력시스템은 추진 시스템과
발전시스템이 분리되어 추진력과 전력이 독립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추진력과 전력의 호환성이 문제시 된다. 그러나 수중함 전력시스템의 동
력시스템은 발전시스템만으로 구성되어 동력의 전환이 가능하다.[1] 분석
대상 수중함의 전력시스템은 전기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 수중함의 많은 시스템 구조 중에 수중함의 전
력 계통은 추진 계통과 함 서비스 계통으로 구분되어 수중함을 운용하
는 형태이다. 전력 계통의 고장 유무는 수중함 및 함 내 구성원들의 생
존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뢰성 안정성이 고려된 전력 계
통의 설계가 요구된다. 생존성 향상은 설계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불가능
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중량 및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능의
저하를 감수하여야 한다.[2] 수중함 전력 계통 시스템의 개념설계 단계에
서 이러한 전기적 안정성 분석을 도입하여 설계 개념에 대한 오류를 보
완하고 더 나은 설계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
제적인 위험 감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3] 더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함 전력시스템의 고장나무분석을 통해 신뢰성과 안
정성을 검증한다.

2. 본    론

  2.1 고장나무분석(FTA : Fault Tree Analysis)

고장나무분석법은 시스템의 신뢰성 또는 안정성에 좋지 않은 사상
(Event)이 발생했을 때, 논리 기호를 사용하여 그 발생 경과를 거슬러
올라가 수형도(Tree)로 전개한 후 발생 경로, 발생원인 그리고 발생확률
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시스템에서 사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기본 사상
이라 정의하며, 기본 사상을 상위 사상(Top Event)으로 설정한다. 상위
사상을 바탕으로 수형도를 Top-down 방식으로 전개하며, 전개 시 상위
사상, 하위 사상(Low rank event) 그리고 최하위 사상 간(Lowest
event)의 관계는 논리 기호를 사용하여 정의한다.[4]

  2.2 제안하는 수중함 전력시스템의 고장나무분석
그림 1은 수중함 전력시스템을 전력 생산부, 전력 변환부, 전력 배전
부로 나누어 각각의 물리적 구조를 나타낸다. 전력 생산부는 디젤엔진과
디젤발전기, 그리고 배터리로 나눌 수 있으며, 전력 변환부는 변압기와
DC-DC Converter와 DC-AC Inverter로 나눌 수 있다. 전력 배전부는
생산된 전력과 변환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부하 및 장비들에게 공급을
하는 역할로 전력 생산부와 전력 변환부를 제외한 모든 구성은 전력 배
전부에서 담당한다. 수중함의 최대 적재부피 및 최대 적재용량을 고려하
여 디젤엔진발전기와 배터리, 전력 변환기의 개수를 증가할 수 있고, 전
력 배전부의 다양한 구조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림 2는 수중함 전력시스템의 전력 계통을 나타내며, 전력 계통은

추진전동기와 DC 24V, AC 115V 60Hz, AC 115V 400Hz의 전압을 필요
로 하는 부하들을 운용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설계개념은 MainBus와
전기적 절연이 되어야 하고, 주 모선에 병렬로 접속된 변환기를 거쳐 2
개의 L(좌현), R(우현) Bus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전원 공급 가능하여야
하며, 2개의 L, R Bus 시스템 중 한 개가 고장 시에도 나머지 한 개의
Bus로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은 수중함 전력시스템의 고장나무분석 중 L AC 115V 60Hz

Bus에 의한 공급 기능 고장을 상위 사상(Top Event)로 설정하고 FTA
를 전개하였다. 하위 사상에서 논리 기호를 사용하여 그 발생 경과를 거
슬러 올라가 수형도(Tree)로 전개하고, 표 1은 MIL STD, FMD를 참고
해서 산출한 고장률이며, 이것을 통해 발생 발생확률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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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수중함 전력시스템 물리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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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수중함 전력시스템의 고장나무분석을 통해 추후에 예비율과 여유율
을 고려한 전력 계통의 배전부, 변환부를 추가하고 분석을 통해 신뢰성
과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수중함 설계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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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고장률(%)

디젤엔진발전기 3.5913/106h

배터리 3.4018/106h

Converter & Inverter 5.48/106h

All Bus 0.24/106h

All Wire 5.12/106h

All Circuit Breaker 6.8/106h

<표 1> 구성품 고장률[6]

<그림 3> 수중함 전력시스템의 고장나무분석[5]

<그림 2> 제안하는 수중함 전력시스템 계통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