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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함정의 경우 초도함이 전력화되며 별도 시제함이 
존재하지 않아 초도함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은 육상에서 서브체계를 
통합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추진계통 
장비가 국내 신규 개발되어, 통합 연동되어야 하는 잠수함 
건조를 위하여 LBTS(land-based test site)를 적용한 효과 
및 주요 기술이슈에 대해 서술하였다.

There is no trial ship in naval business due to heavy budget 
requirement and small quantity of production. First ship is 
going into military operation after experiencing extensive 
trial and error, circuit modification, software de-bugging in 
the process of Test and Evaluation. Advanced countries are 
adapting LBTS(land-based test site) to reduce risk by 
testing sub-systems which include several equipment 
integrated in land. KSS-III submarine has needs for LBTS 
because most propulsion equipment is newly developed 
by domestic company. This paper explains effectiveness 
and major technical issues of KSS-III L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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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새로운 군함정 체계를 전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
야 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문제 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다.

국내 최초 독자개발 중형잠수함 장보고-III Batch-I사업의 전기추진체
계는 대부분의 장비가 각각 국산화 개발되었다. 개별 제조사들은 함에 통
합된 상태의 연동특성·성능·기능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어 추진전동기 제조사는 프로펠러 성능과 
함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충전발전기 제조사는 납축전지의 충
전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장비 간 상호작용으로 추진전동기가 
함을 긴급정지 시킬 때 축전지 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며 전력변환장치 회
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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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선소는 기술적/사업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장비를 기능별로 묶은 패키지 형태로 Siemens나 ABB와 같
은 해외 실적업체에 일괄 발주한다. 개별 장비들을 구매해 
조선소 주관으로 연동검토 및 설계를 하여 체계를 꾸미기 
보다는 상기와 같은 방식을 많이 채택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기술축적이 제한되어 왔다.

시제함인 선도함에 탑재될 주요 국산화 장비는 국방과
학연구소 주도의 핵심연구개발 혹은 체계업체주도 도급연
구개발을 하였고, 시제품을 만들어 개별적으로 시험평가
하였다. 이로 인해 본 함 계약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주요 
장비들의 시제품 하드웨어가 제조된 상태였고, 향후 특별
한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였다. 이를 LBTS에 재활용할 경
우 추가로 대상장비 구매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적절한 부지가 있다면 이들 장비를 배관과 케이블로 연결
해 시험해 볼 수 있는 상태였다. 당시 개별장비에 대해서만 
성능확인이 되었고 장비간 연동이나 추진체계의 구성장
비로서의 성능은 검증된 적이 없었으므로 통합된 상태에
서의 성능/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LBTS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2. 해외 LBTS 사례

아래 서술되는 해외사례 내용은 2013년 11월 영국 ESTD

출장 및 미국 위탁연구기관 방문 시 구두 습득한 정보에 기
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1990년경 미국은 수상함에 통합전력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육상시험을 필라델피아 NAVSEA 육상시험장(IPS 

FSAD)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때 GEPC(구 컨버팀)에서 일
부 시험장비(유도형 추진전동기 등)를 공급하였다.

2001년경 영국은 신개념 Type45함정을 위한 육상시험
장을 영국에 건설하여 시험을 실시하였고, 본 함에 탑재되
기 전에 육상에서 개별장비를 통합하여 시험하는 것이 효
과가 좋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2004년경 미국은 EDM이라는 프로젝트를 NAVSEA 육
상시험장에서 실시한다. 최초 미국은 DDG-1000함정에 
FSAD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GEPC의 유도형 추진전동기
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미국 의회에서 잔여예산이 
있으므로 미국 내 제작사에도 추진전동기를 개발시켜 보고 
NAVSEA LBTS에서 성능검증 및 비교 검토하여 최종 기종
결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 프로젝트가 EDM이며 미국 DRS에서 35.6 MW 영구
자석형 동기기를 제작하였고, 영국 GEPC에서는 34.6 MW 

유도전동기(AIM)를 제작하였다. DRS사 제품은 입력단에 
절연변압기가 있으나 GEPC의 AIM은 추진드라이브 입력
단에 절연변압기가 없는 형태라 고조파가 더 많이 발생되
어 AIM은 별도의 고조파필터 설치가 필요하였다. 두 제품 
모두 시험평가 과정에서 극 절연불량 문제 등이 발생하였
으며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며 비교평가하였고, 결론적으
로 GEPC의 제품이 탑재 기종으로 선정되었다.

2007년경 미국 DDG-1000에 추진전동기 및 고압배전체
계 공급업체로 GEPC가 결정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NAVSEA 

육상시험소에서 검증하는 IPS IFTP프로젝트가 시작되었
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미 해군의 요구조건은 ‘통합전력체
계의 2개 프로펠러 중 1개에 대한 정격시험이 가능해야 하
며,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IFTP 배전체계가 구현되어야 
하고, 함 자동화 시스템과 연동되어야한다’였다. NAVSEA 

육상시험소에 피시험품은 함에 들어가는 장비와 동일한 것
을 적용하였으며 배치 및 정비공간도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3. 잠수함 LBTS 사례소개

3.1 개요

LBTS는 장보고-III Batch-I 잠수함(이하 본 함)을 위해 
2013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대우조
선해양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계약되었다.

⦁본 함 추진체계 주요장비의 통합성능 사전 확인
⦁본 함 운용 시나리오별 운전성능 확인
⦁기술적 위험요소 사전 식별 및 탑재 전 보완
⦁고장 및 비상상황에 대한 시험수행
⦁선도함의 추진체계 성능에 대한 리스크 감소
계약은 창원시 부지에 토목건설공사, 모사장비조달, 지
원설비 구축 후 대상장비 설치, 시운전, 시험계획수립, 시험

Fig. 1. 추진체계 LBTS 실험동 및 사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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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작성, 시험수행, 결과분석, 기술이슈보고서작성, 관
련기관 토의, 본함설계개선, 본함지원시험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업이 포함되었다. 

수탁기관인 KERI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자산이 정부
로 귀속되어 향후 본 함 외에도 다양한 활용방안에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고, 연구기관 특성상 가용한 전원, 시험 및 
연구 전문인력을 갖춘 장점이 있다. 

또한, 해군, 조선소, 대상장비 제조사가 1-2시간 내 도달
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 과제 수행에 있
어 유관기관의 기민한 협조와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3.2. 구성

LBTS에 설치된 장비는 크게 시험대상장비와 시험지원
장비로 나눌수 있다. 다시 시험대상장비는 핵심연구개발
장비 3종, 도급연구개발장비 5종으로 구별되며, 시험지원
장비는 모사장비 5종과 기타장비 및 계통들로 구성된다. 

3.2.1 시험대상장비 8종

[핵심연구개발장비 3종]

⦁ 추진전동기: 핵심연구개발된 OT1시제품 1대를 설치
하였다. 주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토크를 
발생시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거나 제동하는 장비
이다. 탄성마운트를 포함하여 설치하였다. 

⦁ 충전발전기: 핵심연구개발된 OT1시제품은 2대만 가
용하여(3, 4번시제), 2번 시제를 추가로 개조해 OT1

시제품과 동등한 형태로 수정하였다. 또한, 원동기 관
련하여 3대의 충전발전기중 2번 충전발전기는 실제 
디젤엔진과 연결되고, 잔여 2대는 디젤엔진모사기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 연료전지컨버터: 핵심연구개발된 OT1시제품 2대를 설
치하였다. 장비의 입력을 구성하는 연료전지모듈은 고
압 수소실린더 설치 시 국내 건축법 문제 및 연료전지
컨버터의 입력인 연료전지모듈을 통해 전체 산소 수소 
등 배관계통이 전기추진체계와 연동되므로 연료전지
모듈의 특성을 모사할 수 있다면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급연구개발장비 5종]

⦁ 후부보조배전반: 도급연구개발된 QT2시제품 1대를 
설치하였다. 장비 내부에 전기추진체계 제어를 담당

하는 추진시스템제어기가 설치된다.

⦁ 축전지감시장치: 도급연구개발된 QT2시제품 1대를 
설치하였다.

⦁ AC115V 60Hz 인버터: 도급연구개발된 QT2시제품 1
대를 설치하였다. 가용 장비가 더 있었다면 함 유사 
수량을 설치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사유는 주배전
반 다이오드 2차측 배전공통링크에서 입력 DC링크
를 공유하는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함과 유사 또
는 동일한 수량의 전력변환장치 설치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DC220V컨버터: 도급연구개발된 QT2시제품 1대를 
설치하였다. 

⦁ 통합플랫폼관리체계: 도급연구개발된 QT2시제품 
5대를 설치하였다. 함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계통을 
처리하기 위해 IPMS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시퀀스
에 맞추어 모사장비에서 신호를 주입해 주는 방식으
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2.2 시험지원장비

[모사장비 5종]

⦁ 선체모사장비: 선체모사는 선체가 프로펠러가 생성
하는 추력에 저항하는 정도를 모델링하였다. 선체저
항 입력값은 모형선을 활용한 수조시험 측정값을 적
용하였다.

𝑹 =
𝑃𝐸

𝑉𝑠
 

𝑆
(1)

⦁프로펠러모사장비: 프로펠러모사는 추진전동기에 
의해 축이 회전하여 함이 움직일 때 함속이 변함에 따
라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유체의 입사각에 따른 발생 
부하토크와 발생 추력에 대해 모사하였다. 기초 입력
값은 모형 프로펠러 수조시험(POW)을 통해 획득하
였다. 추진전동기의 출력을 흡수하여 발전된 전력은 
한전계통과 연계(AFE타입)시키거나 부하기로 소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𝑄 = 𝐾𝑄 ⋅ 𝜌 ⋅ 𝑛
2 ⋅ 𝐷5 (2)

𝑇 = 𝐾𝑇 ⋅ 𝜌 ⋅ 𝑛
2 ⋅ 𝐷4 (3)

𝑇𝑛𝑒𝑡 = (1 − 𝑡) ⋅ 𝑇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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𝐽𝐴 =
𝑉𝐴

𝑛 ⋅ 𝐷
=
𝑉𝑠(1 − 𝑤)

𝑛 ⋅ 𝐷
 (5)

⦁ 디젤엔진모사장비: 디젤엔진은 정상 운전 시 회전속
도 1800 rpm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도전동
기 및 인버터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과도 
부하 변동 시 회전속도 변화 및 추종특성도 실제 디젤
엔진과 유사하게 구현하려 하였으나 구조적으로 디
젤엔진에 비해 전동기의 반응속도가 빨라서 모사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과도 부하 변동 시 회전속도 변
화 및 추종성능이 차이나는 정도가 전체적인 함 연동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도가 아니어서 시험목적
을 달성하는데 무리는 없었다.

⦁ 연료전지모사장비: 연료전지모듈은 산소, 수소를 공
급받아 전력과 반응수를 생성하는 장치로, 그 성능특
성은 VI커브의 형태로 표현된다. 국외 구매한 전자식 
충방전기(AV-900)를 활용하여 이를 구현하였다.

⦁ 호텔로드모사장비: 함의 호텔로드는 대부분 정전력 
부하특성을 가진다. 국외 구매한 전자식 충방전기
(AV-900)를 활용하여 이를 구현하였다.

[기타장비 및 계통]

⦁납축전지: 가용예산, 사업환경 및 시험목적을 고려하
여, 장보고-I급 잠수함 창전비로 취외된 폐축전지를 
재활용하였다. 함정의 크기와 달리 개별 셀 용량은 장
보고-I급 축전지가 장보고-III급에 비해 약 5 % 정도 
크다. 재활용 폐축전지의 일부 성능제약을 고려하여 
시험대상장비가 아닌 시험지원장비로 분류하였다. 

⦁상용DC주배전반: 국내 지하철 DC배전반 제조업체
를 통해 장비를 제조했다. 당시 본 함 주배전반 국외 
제조사와 계약된 시점과 LBTS 착수시점이 유사하였
으며, 본 함에 비해 LBTS일정이 매우 빨라 완성된 본 
함 주배전반 설계에 기반하여 LBTS장비를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국외 주배전반 제조사의 제안내
용을 참고하여 제작했다. 실제 시험과정에서 이 차이
에 의해 LBTS에서 발생하지 않은 문제가 본 함에서 
발생하기도 하였고 후속적으로 트립유닛을 구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단, 배전반의 핵심 부품인 
기중차단기의 경우 본 함과 동일 타입을 적용하였다.

⦁신호모사장비: 취득한 데이터 현시, 플랜트 제어계측 
및 시험대상장비를 위한 신호모사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LBTS에 설치된 2번 디젤발전기가 IPMS에 

의해 시동되기 위해서는 스노클 마스트가 정상적으
로 전개된 상태여야 하는데 LBTS에는 스노클 마스트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작동을 위해서는 IPMS의 소프
트웨어를 수정하거나 IPMS가 원하는 시점에 스노클 
마스트가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만들어 주입해 주어
야 한다. IPMS의 소프트웨어를 본함과 달리 LBTS에 
맞추어 변경할 경우 시험목적상 바람직하지 않으므
로 IPMS 시퀀스에 맞추어 모사신호를 넣어주는 방
식으로 구현하였다. 

⦁청수냉각체계: 냉각배관 및 펌프 그리고 본 함에서 
해수 역할을 하는 냉각탑을 설치하였다. 

⦁증류수냉각체계: 납축전지 냉각을 위해, 이온교환기, 

증류수냉각펌프 등을 활용하여 계통을 구현하였다.

⦁황산교반체계: 잠수함용 납축전지는 그 크기가 성인 
키와 비슷하여 운용 중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
부와 상부간 전해액 비중차이가 발생해 성능이 떨어
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공기로 내부를 섞어
주는데 이를 위한 압축공기 컴프레셔 및 배관을 설치
하였다.

⦁냉수냉각체계: 함의 전력변환장치나 보조배전반의 
다이오드는 냉수냉각 되어야 하므로 칠러를 활용한 
냉수냉각 체계를 구현하였다. 

⦁ FO공급체계: 디젤엔진 구동을 위한 연료유 공급체
계를 구현하였다. 디젠엔진 설치수량이 함에 비해 
1/3이므로 연료유 탱크 크기도 본 함보다는 작게 설
치하였다. 

⦁전원공급체계: LBTS 시험설비용 고압교류배전반, 모
사장비용 대용량 변압기 등으로 구성되며 KERI 변전
소로부터 전력을 수전한다.

⦁데이터취득장치: 본 함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험평
가를 중지하고 원인파악을 위해 별도 계측기를 준비
해 동일 상황을 만들어 데이터를 취득해야 한다. 이 과
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체되곤 한다. LBTS의 경우 주
요 위치에 별도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1초 혹은 50 ms

마다 상시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원인분석할 수 있다. 특히 1초 샘플링으로 발
견되지 못하는 현상이 50 ms나 오실로스코프 마이
크로초 단위로 보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본 함도 
IPMS에 많은 데이터를 1초 간격으로 저장하긴 하나 
LBTS에 비해 환경적으로 원인분석이 수월하지 않다. 

⦁압축공기체계: 디젤엔진 구동을 위한 압축공기계통
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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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체계: 디젤엔진 구동을 위한 윤활유계통을 구
현하였다.

⦁흡배기체계: 디젤엔진 구동을 위한 흡배기계통을 구
현하였다.

⦁축전지실환기장치: 납축전지 2단계나 3단계 충전시 
수소가스가 다량 발생하므로 별도의 환기장치 및 수
소농도측정센서를 구비하였다. 

⦁배압시동시험설비: 본 함 디젤엔진은 스노클 운전시 
함교탑의 폐기관으로 폐기가스를 수중배기한다. 엔
진 작동 전 압력선체 내부에 위치한 폐기관은 대기압 
공기로 차 있지만, 압력선체 외부의 폐기관은 해수로 
찬 상태가 된다. 디젤엔진이 수중에서 작동하기 위해
서는 폐기관에 차있는 해수를 디젤엔진 작동 폐기 가
스로 밀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배압시동성능이
라고 한다. 디젤엔진은 장보고-II급과 유사한 제품이
고 스노클수심을 고려할 때 수두 측면에서는 큰 문제
가 없을 수 있으나 본 함은 장보고-II급에 비해 수평폐
기관의 길이가 월등히 길기 때문에 내부에 찬 해수의 
양과 배관에서의 압력손실로 인해 배압시동이 정상
적으로 작동할지 불확실하였다. 해수와 고온의 폐기
가스라는 2가지 이상유체의 경계면 작용은 사실상 
유효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시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이를 위해 별도
의 설비를 준비해 배압시동성능을 확인했고 문제없
음을 확인하였다. 

⦁기타 부수장비들은 4QL용 UPS, 열화상카메라, 방송
설비 등이 있다.

3.2.3 장비배치

LBTS 장비 배치는 본 함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였으며, 

케이블 임피던스도 유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맞추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저표류자계 형태로 배치하였다.

Fig. 2. LBTS 장비 및 설비 배치

3.3 일정

LBTS 운영 중 발생된 주요사항 위주로 정리하였다.

3.3.1 2013~2014년 시험환경구축

LBTS 부지에 토목공사 및 공장건설을 실시하였다. 특히 
토목공사 관련 4QL과 추진전동기가 설치되는 UMP구역
의 경우 대용량 추진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토크를 견딜 수 
있도록 구조보강을 하고 지반까지 콘크리트 파일공사를 수
행하였다. 

또한, 해외 LBTS 실적업체와 협력하여 모사장비, 배관
계통, 전력계통 설계 및 모사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장비 구매, 시험,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
하였다.

3.3.2 2015년 시험장 준공 및 시험수행

1월에 시험장 준공식을 하였다. 

2월부터 1단계로 개별 장비의 설치상태, 기초기능을 점
검하는 ‘장비작동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BMS의 
MUX를 통한 전압측정방법 및 샘플링 관련하여 측정회로 
손상이 발생하였고 원인분석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모되었다.

또한 추진전동기 작동시험을 수행하는 도중에 축전지 
연동회로 소프트웨어 로직 오류로 추진전동기 12개 인버터
모듈 입력 IGBT가 전체 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추진전동기 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다
행히 계획된 2단계 ‘장비간연동’시험의 경우 추진전동기 
출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시 가능한 신호점검시험이었으
므로 계획일정에 큰 영향은 없었다. 

6월부터 2단계로 장비간 ICD에 명시된 관련신호 1496

건에 대해 신호의 발생·전달·접수·전시 및 후속조치가 적절
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장비간연동시험’을 실시하였다. 

10월부터 3단계로 시험대상장비 8종을 모두 연결하여 
시험하는 ‘통합연동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항목은 본 함 
P-TEMP 항목 중 시험가능항목, 비상상황시험, 고장상황
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진전동기 RAMP제
어 알고리즘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3.3.3 2016년 수정계약시작 및 배압시험준비

1월에 수탁기관과 2단계 수정계약을 실시하였다. 

3월에 2단계 수정계약 시험계획서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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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2013~2015년간 1단계 기존계약 과업 수행 중 
식별된 개선보완필요사항 125건 중 시험검증이 필요한 항
목에 대해 ‘개선보완확인시험’을 수행하였다.

5월에 개선보완확인시험 항목 중 함정전방지방안 구현
확인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전동기 주전원 작동
상태에서 제어전원이 소실되며 전체 인버터모듈의 MC가 

손상되는 현상 및 순시과도 저전압 현상에 따른 AC115V 

60Hz 인버터 입력 프리차징 저항 소손 현상이 있었다. 

AC115V 60Hz 인버터의 경우 소손장치 교체 및 S/W개선
을 통해 개선보완하였고, 추진전동기의 경우 약 2개월간 수
리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 중 창정비 호선에서 나오는 납축전지로 기존 노
후화된 축전지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함의 경우와 달리 LBTS는 DC220V 컨버터에 예비율
(redundancy)이 없고, 본 함의 경우 예비율이 갖추어져 있으
므로 동일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LBTS

는 DC220V UPS를 추가 설치하여 유사 상황에 대비하였다.

6월에 DC220V 컨버터 IGBT소손 현상이 있었고, 수리 
및 원인분석결과 PCB GATE보드 패턴간 거리 및 패턴 경로
로 인한 신호간섭으로 밝혀졌고, 개선보완한 PCB를 재제
작하여 11월경 개선보완 확인시험을 수행하였다. 

8월 이후로 디젤엔진배압시동설비공사를 약 5개월간 
수행하였다.

9월초 후부보조배전반의 DC24V 전력공급장치가 소손
되었고 원인분석 결과 LBTS의 냉수공급온도가 낮아 응결
수가 다량 발생해 PCB에 단락고장이 발생되었다. 장비측
에서도 DC24V 전력공급장치 PCB에 추가 코팅작업 하도
록 하여 응결수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양산품의 경우 
이미 PCB코팅을 하도록 작업지침에 반영된 상태였으나, 

LBTS에 설치된 QT2개발품의 경우 적용되지 않았었다. 또
한 이후 LBTS 냉수공급온도를 상향 조치하였다.

10월부터 ‘17년 초까지 통합연동반복시험을 실시하였는
데, 당시 반복시험 필요성에 대한 사유는 통합연동시험을 1
회 통과하였다고 모든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닐 것이므로 
반복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최초에 
발생되지 않은 문제가 반복시험도중 및 이후 장시간 LBTS

를 운용하면서 후속적으로 발견된 사례가 많았다.

3.3.4 2017년 배압시동시험 및 추가시험

2월말까지 통합연동반복시험을 수행하였다. 

2월초부터 3월말까지 약 2개월간 디젤엔진 배압시동시
험을 수행하였다. ‘함유사’, ‘함가혹’, ‘극한’에 해당하는 3가

지 시험조건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려와 달리 정상적으로 해
수를 밀어내며 시동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엔진 제조사에
서 제시했던 전산유체해석대비 최대 배압의 크기 및 청수
배출시간이 더 큼을 확인하였다. 최근 본 함의 시험 결과를 
보면 LBTS시험과 유사 결과가 나와서 LBTS 시험이 유효했
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월부터 4개월간 장비 정기점검 등을 포함하여 집중 유
지보수를 실시하였다.

10월부터 2017년 추가시험 16건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항목은 2016년 LBTS 시험 중 식별된 여러 이슈사항 중 시
험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개선보완확인항목 및 2016년 미
완료된 잔여 통합연동반복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진전동기 RAMP설정방안이 더 개선되어 
디젤엔진의 과도부하를 경감시켜 줄 수 있었다. 

또한 추진전동기를 이용한 함 긴급정지 작동 시 0 rpm 

근처에서 상전류 히스테리시스 밴드 폭 조절을 통한 IGBT

오작동 방지, 부하를 고려한 토크현실화 및 엔코더를 활용
한 역기전력 인식방법 개선을 실시하였고, 이후 함 긴급정
지 시험 시 발생하던 잦은 추진전동기 고장 현상이 대폭 개
선되었다.

또한 이후 수년간 많은 시험과 고민을 가져오게 된 “추진
전동기 일부 인버터모듈 고장 발생 시 네트워크 전압/전류 
헌팅현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함 가속, 긴급정지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토크
와 역방향 회전속도에 대하여 조건을 변경해 가며 다양한 
시험을 실시하였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다만, LBTS 선체 
및 프로펠러를 최선을 다해 모사하였으나 실제 해상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도출안을 기본안으로 본 함에 반
영하고 최종결정은 해상시운전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
이 모아졌다.

3.3.5 2018년 추가시험

상반기에 2017년 추가시험결과를 분석하고 소요군의 의
견을 청취하였다. 

8월부터 후부축전지 교체를 실시하였다. 장보고-I급 폐
전지를 활용하다 보니 LBTS에서 운용시간이 경과하면서 급
속히 축전지 성능이 저하되어 시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
데, 축전지 교체이후 이 현상이 완화되었다. 

11월부터 2018년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항목은 
2017년 시험과정에서 식별된 개선보완필요사항 중 시험
확인이 필요한 항목 등 10건으로 결정하였다. 시험 항목 중 
2017년에 발견한 “추진전동기 일부 인버터모듈 고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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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네트워크 전압/전류 헌팅현상”을 통해 연동장비에 미치
는 영향 및 소요군 운용제약사항에 대해 다양한 시험, 분석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었다.

개념적으로 12상 추진전동기는 4대의 3상전동기가 단
일축에 연결된 것과 유사한 구조인데, 일부 인버터 모듈이 
고장날 경우 4대 중 1대의 전동기는 결상운전 되는 것과 같
은 문제를 일으킨다. 함 저속운전의 경우 프로펠러 부하 자
체가 미미하므로 결상운전이 되더라도 입력 네트워크에 영
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속운전의 경우 rpm의 3승에 비례
하여 전력이 증가하므로 기존에 무한대에 가까운 전압소
스라 가정되곤 하던 주축전지마저 크게 영향받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승용차 우측 뒷바퀴가 펑크 났는데 시속 160 km

로 달리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운전이다.

다행히도 LBTS와 같은 설비가 별도로 있어서 추진전동
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고출력으로 운용할 경우 영향을 확
인하고, 무리없는 수준을 판단해 소요군에게 제시할 수 있
었다. 해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승함인원의 안
전에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주배전반에 연결된 모든 
장비에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수명
저하를 일으키고, 연관장비 제조사들로부터 이에 따른 보
증불가 의견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외에도 장비DT, OT1, QT1/2에서 시험검증 되지 않은 
장비 내부 부품 중, 당연히 작동될 것이라 생각했던 예비율
(redundancy) 항목이 실제 시험해본 결과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업체에서 원인분석 후 정상 작동되도록 개
선보완 조치하였다.

추진전동기 특정 인버터모듈의 잦은 고장현상 원인분석
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현상이 2012년 추진전동기 제조 
후 수년간 수많은 시험에 따른 수명저하로 발생한 노후화 이
슈인지 설계상 결함인지 판단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LBTS

에서 보유중인 2개 예비품 인버터모듈을 완전 재정비하
여 재설치 후 검증하기로 하였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 광케
이블 접촉부위 오물이나 소손 등이 발견되었고, 재설치 후 
2019년 5월 시험한 결과 해당 인버터 모듈의 잦은 고장현
상은 재현되지 않았다. 

2018년부터는 본 함용 장비들이 LBTS의 개선보완사항 
및 업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을 형상통제 및 개선하
여 제조된 상태였으므로 LBTS설치품과 본 함 설치품이 상
이한 현상이 있었다. LBTS의 목적 자체가 본 함 장비를 개
선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자연스러운 결과였지만 이후 시험
은 본 함과 차이에 의해 영향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검
증에 제약이 있었다.

3.3.6 2019년 추가시험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본 함 시험평가가 시작됨에 따
라 시험소요가 많아 3회에 걸쳐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5월부터 19-1차 추가시험을 시작하였다. 시험 항목은 특
정 인버터모듈의 잦은 고장현상 원인분석, 소요군 요청에 
따른 개선사항 확인시험 등이었다. 

6월부터는 시험평가 착수한 본 함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
을 다수 실시하였다. 주된 항목으로 충전발전기 투입에 따
른 커패시터 충전 서지전압 측정, 수상 최대속 운전 중 호텔
로드 다이오드에 순시역전류측정 시험, 안벽에서 본 함 2번 
충전발전기 다이오드 온도상승 측정시험 등을 지원하였다. 

8월부터 19-2차 추가시험을 시작하였다. 주된 항목은 호
텔로드 다이오드 순시 역전류에 따른 차단기 트립유닛 간
섭현상 확인시험 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 LBTS의 국산 제조
된 트립유닛과 별도로 본 함용과 동일한 트립유닛을 구매
하여 원인분석 시험을 실시하였다.

10월부터 19-3차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19-2차 추가 
시험 시 전류측정 프로브 사양 문제로 파형 획득에 어려움
이 있어 소신호 프로브를 확보하여 다양한 운용 모드별로 
재측정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이상작동의 원인을 파악
하였으며, 본 함 트립유닛 설정에 반영하였다. 

3.3.7 2020년 추가시험

4월부터 추진전동기 그룹별 3상 평형정지 기능확인시
험 등 20-1차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금년 역시 본 함 시험평
가가 진행중이고 추가로 다양한 본 함 지원시험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3.4 결과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383항목 시험을 실시하였고, 188

건의 본 함 개선보완필요사항(안)이 도출되었다.

조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수정이 109건, 

ICD 수정이 32건, 업체도면 수정이 30건, POS수정이 2건, 

국방규격 수정이 4건이다. 하드웨어적인 수정사항은 대부
분 LBTS시험 초기에 식별되었으며,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수정 항목이었다. 

원인현상별로 보면 설계오류 28 %, 개선사항 34 %, 작업
실수 9 %, 장비결함 6 %, ICD오류 5 %, 기타 18 %이었다. 

이중 수탁기관의 작업실수 항목도 본 함에서 동일 실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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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LBTS결과 본 함에 피드백

3.5.1 본 함 개선보완필요사항(안) 확정절차

수탁기관은 이상현상이나 고장이 발생하면 이슈보고서
를 작성하고, 조선소는 이를 검토하여 “본 함 개선보완필요
사항(안)”을 작성한다. 소요군을 포함한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보완본을 작성하고 관리그룹회의를 통해 “본 함 개선
보완필요사항(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사항은 별도 관리
번호를 식별하여 “추적도”로 관리한다. 

회의체는 실무그룹과 관리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실무그룹회의는 조선소 주관으로 진행되며, 수탁기관, 장
비제조사, 국과연, 기품원, 한국선급 등이 참석한다. LBTS 

시험수행, 결과분석, 결과보고서작성 업무 등을 수행한다. 

관리그룹회의 역시 조선소 주관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소
요군, 방사청이 포함되어 사업 조정통제 및 중요의사결정
을 하였다.

3.5.2 본 함 반영절차

기본적으로 확정된 “본 함 개선보완필요사항(안)”은 그 
지위가 LBTS라는 위탁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본 함에 정식 반영하는 절차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조선소는 LBTS 및 자체식별한 개선보완사항들을 취합
하여 유관기관과 형상통제를 실시하고, 이때 LBTS에서 확
정된 “본 함 개선보완필요사항(안)”을 참고사항으로 제시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본 함 탑재용 장비 FAT이전 LBTS 개선보완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고 실제 FAT이전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나, 제한된 본 함 건조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
록 위탁연구를 계획하다 보니 상당부분은 FAT이후 반영하

게 되었다. 다만 다행히도 LBTS 위탁연구 초반에 대부분 하
드웨어 변경 필요사항들이 식별되었고, FAT이후에는 소프
트웨어 수정사항이 대부분이었다. 대상장비가 함에 탑재
된 이후 식별된 개선보완필요사항(안)은 함 상 장비 또는 
LBTS 시험설비를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함 시험평가를 위해 근해에서 목표해역으로 수 시간 
이동 및 다시 수 시간 회항하여야 하므로 1일간 실시되는 항
해의 경우 실제 평가가능시간은 매우 제한된다. 문제 상황 
발생 시 본 함 시험평가를 중지하고 원인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 함은 해당 이슈와 무관한 다른 시험평가를 계획
하여 실시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은 항시 시험이 가능
하고 함과 달리 수많은 전용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LBTS

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LBTS 시험을 수행하는 주체가 조
선소가 아닌 제3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므로 더욱 객관적
인 의견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5.3. 후속 추적관리 파일

LBTS에서의 과업은 작업일지, 시험일지의 형태로 기록
되게 되고 이를 모아서 “추적도” 파일을 작성하였다. 추적
도 파일은 시험일자, 시험번호, 내용, 결과, 특이사항, 조치
사항 및 관련된 본 함 개선보완필요사항 관리번호가 기록
된다. 해당 일자에 실시된 시험의 세부절차 및 결과는 시험
결과서를 참조하면 된다.

“추적도”에 기록된 본 함 개선보완필요사항이 실제 본 
함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함 개선보완
사항 목록표”를 참조하면 된다. 관리번호별 조치내용, 조치
시점 및 조치 소프트웨어 버전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소는 
작성된 “본 함 개선보완필요사항(안)”을 장비 제조사에 송
부하여 실제 반영여부를 소명받아 목록표에 기록한다.

구분
개선보완사항 식별 및 본 함 반영여부 비고

계 함 반영 필요 함 반영 불필요 (시험항목)
장비작동/장비간 연동시험 73건 53건 20건 160 항목

통합연동시험 52건 39건 13건 71 항목
개선보완확인시험 33건 23건 10건 27 항목
통합연동반복시험 5건 4건 0건 (검토중 1건) 71 항목
디젤엔진배압시동시험 0건 0건 0건 8 항목

2017년 추가시험 12건 11건 0건 (검토중 1건) 16 항목
2018년 추가시험 6건 5건 0건 (검토중 1건) 12 항목
2019년 추가시험 7건 4건 1건 (검토중 2건) 18 항목

계 188건 139건 44건 (검토중 5건) 383 항목

Table 1. 본함 개선보완필요사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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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추진 기술이슈

LBTS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론에서 언급한 “함에 통합된 
상태의 연동특성·성능·기능”에 대한 이해가 나아지게 되었
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4.1. 함 0 rpm지령과 추진전동기 제어

함정이 프로펠러에서 발생된 추력으로 전방으로 이동하
던 중 운용자가 추진전동기에 0 rpm을 명령할 경우 추진전
동기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다. 

2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0 rpm 명령을 접수한 순
간부터 실제로 0 rpm으로 추진전동기를 제어하는 방법과, 

0 rpm 명령을 받은 순간 0 토크를 인가하는 방법이다. 

만약 전자와 같이 명령받은 대로 0 rpm으로 제어하려 
할 경우, 명령받은 순간 선박은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
로펠러에는 선체가 끄는 힘으로 인한 외력(drag force)이 
작용하게 된다. 이는 마치 사람이 바람개비를 들고 달려갈 
때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만약 선체
가 관성에 의해 이동하여 축은 60 rpm으로 타력회전 하려 
하는데, 추진전동기는 강제로 0 rpm으로 제어하려 하면 축
을 고정시키기 위해 정방향과 역방향의 교번토크를 인가하
게 되고 이로 인해 입력네트워크에 이상전류를 일으키게 된
다. 

P
M

함속 (kts)

전진관성
GD2

Fig. 3. 관성에 의한 선체 전진이동과 타력회전

실적 전기추진함정에 적용된 방법은 0 토크를 인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축은 자연스럽게 선체가 끄는 타력으로 
회전하다가 선체가 멈춤과 동시에 정지하게 된다. 

4.2 프로펠러와 함속도 모사방법

LBTS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생소했던 부분은 프로펠
러 및 선체를 모사하는 방법이었다. 이 부분은 실적이 있는 
해외 LBTS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았다.

선체는 직선운동을 하고 프로펠러는 회전운동을 한다. 

선체를 직선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려면 선체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추력을 인가하여야 한다.

프로펠러가 추력을 발생시키려면 회전해야 한다. 프로펠
러가 회전하려면 추진전동기로부터 토크를 공급받아야 하
고, 실제 회전을 하게 되면 추진전동기로 반대 방향의 부하
토크를 돌려준다. 모타토크와 부하토크의 차이를 축계장
치, 프로펠러, 전동기 회전자의 관성으로 나누면 가속변위
가 계산되고 이를 누적하여 현재 회전속도를 이루게 된다.

Prop.
4QL PM

rpm

TMTL

Fig. 4. 모타토크, 부하토크와 회전속도 관계

아래 식 (6)에서 잠수함의 경우 회전체의 J는 일정하므
로 우변의 2번째 항은 무시할 수 있다.

𝑇𝑀 − 𝑇𝐿 = 𝐽 ⋅
𝑑𝑤

𝑑𝑡
+ 𝑤 ⋅

𝑑𝐽

𝑑𝑡
 (6)

이항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𝑟𝑝𝑚 =
𝑇𝑀 − 𝑇𝐿

𝐽
 (7)

위 설명과 같이 프로펠러의 성능은 프로펠러 블레이드
로 들어오는 유체의 입사각에 따라 선체에 얼마나 많은 추
력을 내줄 수 있으며 추진전동기에 얼마나 적은 부하토크
를 돌려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성능은 축소시제 
프로펠러를 활용한 프로펠러단독수조시험(POW)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결과물은 전진비 JA에 따른 추력계수(KT)

와 토크계수(KQ)커브 형태이며, LBTS는 이 비선형적인 그
래프를 구간별로 나누어 다항식으로 모델링하게 된다. 이
때 각 구간별 경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
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JA는 함속을 rpm으로 나눈 값인데, 정지되어 있는 함정
에 최대 rpm을 인가하면 최초에는 함속은 0 노트, rpm은 
최대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속이 형성되어 최종적
으로 함속도 역시 최대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 프로펠러 
블레이드로 유입되는 유체의 입사각이 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프로펠러 축에서 발생되는 추력과 토크가 지속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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𝐽𝐴 =
𝑉𝐴

𝑛 ⋅ 𝐷
=
𝑉𝑠(1 − 𝑤)

𝑛 ⋅ 𝐷
 (8)

JA에 따라 계산된 KQ값을 프로펠러 회전속도의 제곱, 

직경의 5승으로 곱하면 부하토크가 계산된다. 부하토크는 
rpm의 제곱에 비례하고, 출력은 토크에 회전속도를 곱한 
값이므로, 출력은 rpm의 삼승에 비례하게 된다. 이를 상사
의 법칙(Affinity Laws)이라고 한다.

𝑄 = 𝐾𝑄 ⋅ 𝜌 ⋅ 𝑛
2 ⋅ 𝐷5 (9)

JA에 따라 계산된 KT값 역시 rpm의 제곱과 프로펠러 직
경의 4승으로 곱하여 추력을 계산한다.

𝑇 = 𝐾𝑇 ⋅ 𝜌 ⋅ 𝑛
2 ⋅ 𝐷4 (10)

다음으로 프로펠러 위치가 선체의 후미에 있어 발생하
는 추력감소요인(thrust deduction factor)을 고려하여 순
추력을 계산한다.

𝑇𝑛𝑒𝑡 = (1 − 𝑡) ⋅ 𝑇 (11)

함속은 추력을 선체저항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선체저
항은 축소선체모형을 활용한 수조시험을 통해 취득하며 역
시 비선형커브 형태이므로 구간별 다항식으로 구현한다.

𝑆 =
𝑃𝐸

𝑅
 𝑉 (12)

정리하면 운용자는 특정 함속으로 가기 위해 추진전동
기에 rpm을 명령하고 추진전동기는 프로펠러를 회전시
키고 뒤이어 함은 가속되게 된다. 이 전진비에 따라 프로펠
러는 추진전동기에 부하토크를 돌려주고 선체에는 추력을 
전달한다. 전달받은 추력과 선체 저항을 고려하여 다음 함 

속도가 결정되게 된다.

추진전동기는 현재 rpm과 부하토크에 의해 출력을 내
게되고 추진전동기 효율을 고려하면 입력전력이 계산된
다. 대용량 축전지를 갖춘 선박의 경우 주배전반 DC링크
의 전압은 주축전지가 지배한다. 부하율에 따른 주축전지 
전압을 추진전동기 입력전력으로 나누면 입력전류가 계
산된다.

직류배전계통의 경우 교류와 달리 지속적으로 시변하는 
전압, 전류가 없으므로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는 큰 의미
가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직류 전기추진에 있어 인덕
턴스, 커패시턴스에 대한 고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
지 않다. 

아래 2가지 기본적인 관계에 따라 과도상황 시 인덕턴스
와 커패시턴스가 돌변하여 계통에 이상작동을 일으킨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인덕터, 커패시터라고 표현
하지 않고 인덕턴스, 커패시턴스라고 표현한 데에는 명시
적으로 존재하는 부품소자 뿐만이 아니라 계통에 표류하고 
있는 기생성분 역시 중요함을 의미한다.

𝑽 = 𝐿
𝑑𝑖

𝑑𝑡
 (13)

𝐼 = 𝐶
𝑑𝑣

𝑑𝑡
 (14)

그 외에 축전지·연료전지·충전발전기 등 개별 전력공급원
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추진계통을 설계하는데 중요하다.

4.3 추진전동기 능력곡선과 프로펠러/선체 연동

추진전동기는 영구자석형 동기기로 이론적으로 주기엔
진과 달리 기어박스 없이 저rpm에서도 최대에 가까운 토크
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진전동기가 정토크 구간에 도달
되기 전에 회전속도의 변화율을 유지하며 가속하는 RAMP

제한 구간이 있는데 그 필요성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정상적인 경우에 함을 최대속도로 가속시키기 위해 최대 
rpm을 명령한다면 추진전동기는 매우 짧은 시간만 정격출
력으로 작동되고 이후 전진비 JA가 커짐에 따라 함 최대속
도에서 부하토크는 줄어들게 된다. 즉 함속이 80 % - 90 %

로 가속되었을 때 잠시 추진전동기는 최대출력으로 운전되
며 이후 함속이 최대속력이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추진전
동기 출력은 줄어든다.

이는 추진전동기 능력곡선상 함속이 최대에 이르기 전
에 토크제한, rpm제한에 먼저 도달하기 때문이다. 함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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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추진계통모델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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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가속하는 와중에 더 이상 rpm을 높이지 못하면은 자
연스럽게 부하토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시계열로 
보면 아래와 같다.

가속제한구간 정토크구간 정속도구간

회전속도
[RPM]

토크
[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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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k·Nm(설정:000)

00 kts

000 RPM

출력
[kW]

0.0 MW

0.0 MW

0.0 MW

함속
[kts]

시간
[SEC]

Fig. 6. 최대속력 명령시 일반적 운전상황(시간)

이를 추진전동기 토크-rpm 능력곡선에서 보면 아래와 
같다.

회전속도
[RPM]

토크
[kNm]

함최대
속력

정토크
도달

정rpm
도달

정rpm
도달

함속안정

Fig. 7. 최대속력 명령시 일반적 운전상황(능력)

4.4 프로펠러를 활용한 함 긴급정지

Fig. 7의 함 최대속력 운전점에서 운용자가 함을 긴급정
지 하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bollard curve와 free run curve 

그리고 추진전동기 능력곡선상 1·3·4사분면에서의 운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함을 부두와 밧줄로 bollard를 사용해 구속해둔 상태에
서 추진전동기 rpm을 높이면 최대 rpm에 이르지 못하고 
최대토크에 도달하는 1사분면의 bollard curve와 같이 운
전된다. 이 상태에서 밧줄이 끊어져 구속이 풀리면 rpm이 
상승하면서 함은 점차 free run curve로 운전점을 이동하
고 최대함속에 이르게 된다.

이 상태에서 전방 암초가 발견되는 등 필요에 의해 함 긴
급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 작동방식은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
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함이 정방향으로 이동하고 축에 정방향 토크를 인

가하던 상황에서 인가 토크를 제거하면 축계의 회전관성
(GD2)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선체가 전진하던 관성으로 
프로펠러를 타력회전시키게 되고(drag force) 약 정격의 
60 % - 70 %에 해당하는 rpm으로 회전된다.

이 상태에서 정방향으로 타력회전하는 축에 역방향 토
크를 인가하지 않으면 함이 전진하면서 선체저항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정지할 때에야 축도 정지할 수 있다. 

정방향으로 타력회전하는 축에 역방향 토크를 인가하게 
되면 rpm은 양의 값이고 토크는 음의 값이 되어 음의 출력
이 발생한다. 이는 추진전동기가 발전작동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음의 출력은 축이 0 rpm에 도달할 때까지 수초만 
발생하고 일단 축이 역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면 역방향 
토크와 역방향 rpm이므로 추진전동기는 다시 양의 출력을 
내기 시작한다.

이 순간 함은 여전히 관성에 의해 전진방향 이동하고 있
음을 기억해야 한다. 축이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함을 뒤로 
잡아당기게 되고 결국 함이 정지하게 되는데 이는 정방향
에서의 bollard curve 운전점과 동일한 상황이다. 이후 함
이 후진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후진방향 free run 

curve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한다.

회전속도
[RPM]

토크
[k·Nm]

Re-gen 영역 Motoring 영역

Re-gen 영역Motoring 영역

Bollard
curve

Free run
curve

Free run curve
동등 운전점

함정지: Bollard curve와
동등 운전점

Fig. 8. 함 기동시 추진전동기 능력곡선상 이동

축이 정방향으로 타력회전하는 와중에 역방향으로 얼마
만큼의 토크를 인가하냐에 따라 회생전력량이 결정되는데 
통상 긴급정지 명령직전 정방향 출력의 약 15 % - 25 % 수
준이다. 일반적으로 수상함이나 상선의 경우 네트워크에 
역방향 순시 대전류를 받아줄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저항
으로 태우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잠수함의 경우 전류를 받
아줄 대용량 축전지가 있으므로 충전하여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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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프로펠러 RAMP제어를 통한 잉여토크 제한

Fig. 7을 보면 정토크 구간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추진전
동기의 가용토크와 부하토크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0 rpm 

근처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 (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차이가 커지면 가속이 빨
라지게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통상 주기엔진의 경
우 저rpm에서 가용토크가 매우 크지 않으나 추진전동기는 
매우 크므로 별도 제한 없이 최대토크를 그대로 인가할 경
우 축에 매우 큰 rpm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멈춰있는 프로펠러에 최대토크를 인가하여 100 rpm/s

가 발생할 경우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프로펠러 블레이드 강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프로
펠러 회전속도가 급변하면 프로펠러 주변의 유속이 빨라지
는데 10 rpm/s가 적절한 프로펠러에 100 rpm/s를 인가하
게 되면 베르누이의 법칙으로 봤을 때, 유속 q가 10배 증가
하고 나머지 해수밀도, 중력가속도, 수심은 상수에 가까우
므로 압력 p가 매우 줄어들게 되어 주변해수가 기화되는 캐
비테이션이 발생한다. 

𝑞2

2
+
𝑝

𝜌
+ 𝑔𝑧 =일정 (15)

이는 추진효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프로펠러의 부식을 
일으키고, 큰 소음을 발생시켜 함의 피탐 위험을 증가시킨
다. 통상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은 얕은 심도, 작은 선속
에 고rpm(즉, 초반가속) 혹은 고속 역회전 시 높아진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토크 구간에 도달하기 전
에 rpm의 변화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는 추진전동기 
제어기에 RAMP제한 알고리즘 형태로 구현된다.

4.6. 함 긴급정지 명령시 추진네트워크 전압변화

Fig. 8과 같이 함이 긴급정지할 때 주배전반 DC링크에
는 큰 과도전압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납축전지 용량이 약 10,000 Ah와 같이 매우 크
다고 하더라도 추진전동기가 -6000 A, +1500 A, -4000 A

와 같은 변화를 수 초간 인가하게 되면 주배전반 전압이 약 
100 V 정도 변동하게 된다. 만약, 스노클 모드로 디젤발전
기를 작동시켜 충전중이었다면 디젤발전기 rpm이 정격인 
1800 rpm 기준으로 약 ±30 rpm - 40rpm 정도 흔들리게 
된다.

주배전반 전압 변동으로 주배전반으로부터 직접 제어 

전력을 공급받는 장비들은 순간적으로 SMPS등에 전원부
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역방향 전동구간가속제한구간 정토크구간 정속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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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함 긴급정지 시 주배전반 전압변화

4.7 데이터 취득 샘플링과 이동평균 정보왜곡

함이 아닌 시험환경 관련내용도 소개하고자 한다. LBTS

에서 취득하는 데이터는 3가지 샘플링을 가진다. 1초 단위, 

50 ms 단위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 의해 측정되는 1 μs이
하의 단위이며, 시험목적에 맞게 샘플링율을 선택해야 한
다. 3일 연속으로 시험을 하는 경우 50 ms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파일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자료분석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

50 ms 샘플링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과도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1초(1,000 ms) 샘플링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현상
을 볼 수 있다. 다만, 많은 데이터 취득에 있어 노이즈가 섞
이게 되는데 이를 식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전 10개 샘플

Fig. 10. 이동평균에 의한 착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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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동평균하여 화면에 현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
다. 이를 인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
으나, 화면에 표시된 정보가 이동평균이라는 점을 인지하
지 못하고 분석할 경우 자료해석이 미궁에 빠질 수 있어 주
의해야 한다. 필요시 이동평균 등 가공되지 않은 raw 데이
터를 직접 확인해야 발생현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4.8 기타 기술이슈

상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술이슈들이 있다.

⦁케이블 기생커패시턴스와 축전지 증류수 냉각배관 
유기전압.

⦁과도현상에 따른 단일고장이 연쇄고장에 이르지 않
게 하기 위한 조치.

⦁작은 커패시터가 함의 DC링크 전압에 주는 큰 영향.

⦁다이오드의 순시역전류와 차단기 트립유닛 샘플링 
및 열축적 트립기능의 연쇄작용.

⦁황천 수상항해 혹은 너울성 파도 시 프로펠러 공기노
출의 영향 및 보호방안.

⦁과도상황 시 계통에 이상작동을 일으키는 커패시턴
스와 인덕턴스들의 중대한 영향.

⦁추진전동기 정역회전 전환 시 0 rpm 인근에서 엔코
더의 축위치 인식과 상전류 명령.

⦁추진전동기 과도한 감손율 기능과 결상운전의 영향.

⦁디젤발전기를 활용한 축전지 충전 시 초기 부하조절 
필요성과 엔진 rpm 회복불가 현상.

⦁추진전동기 모드변환 방법과 역기전력의 영향.

⦁납축전지 수명에 따른 3단계 정전류 충전 시 도달가
능 전압 및 그 의미.

⦁토크센서가 측정할 수 없는 토크.

⦁회전 부하기로서 수동력계와 4상한 부하기.

⦁고성능 전지 다병렬 연결 시 사고전류 문제.

⦁고성능 전지 다병렬 연결 시 과도전류 문제.

⦁축전지 잔여 에너지 측정방법으로서 C-rate에 따른 
전압 혹은 충전잔량(SOC)

⦁실제 연료전지모듈과 모사장치간 FCDD 연동특성 
차이 등.

5. 수상함 LBTS 기대효과

LBTS는 기존 함정 획득과정에 있지 않은 생소한 방법이

다. 새로운 개념의 함정이거나 대규모 국산화가 적용된 경
우 왜 LBTS가 필요한지, 산업계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
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5.1 육군, 공군 무기체계 연구개발

육군 탱크 자주포, 공군 항공기 등은 체계개발 과정에서 
전용 시제품을 만들어 개발 중 발생하는 문제식별 및 해소 
후 전력화가 가능하다. 체계개발 시제품의 목적은 국방규
격을 완성하는데 있고, 전력화 되지 않는다. 

준비된 국방규격에 근거하여 양산하는 수량이 수백대로 
충분하기 때문에 제조사도 이 과정에서 고정비 회수가 가
능하다. 

5.2 해군 무기체계(함정) 연구개발

이와 달리 함정은 선도함 시제품이 전력화되며 양산 수
량이 통상 3대 수준인 경우가 많다.

기존에 많이 건조해본 익숙한 함정의 경우 건조과정에
서 LBTS가 기여할 부분은 거의 없으며 통상의 절차로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 기존에 없던 체계나 불확실성이 있는 함
정의 경우, 탱크 항공기와 같이 완성체계 단위의 시제품을 
만들 기회를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서브체계 별로라도 실
제 하드웨어를 연동시켜 사전검증 하여야 전력화 지연이나 
사업좌초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소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근래 정부에서
는 선도함과 같이 시제품이 전력화 되는 경우에는 지체상
금의 상한을 10 %로 제한하여 주었으나, 서브체계별 사전
검증과정도 마련된다면 조선소와 사용자 모두에게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3 LBTS 기대효과

함정의 경우도, 완성시제까지는 아니지만, 체계를 구성
하는 개별 장비는 전용 시제품을 제조하여 연구개발 결과
를 검증하고 양산품은 별도로 제작하기는 한다. 

다만, 이는 개별 장비에 대해 검증된 것에 불과하고 완성
시제인 선도함은 개별 장비가 모여 서브체계(추진체계, 소
나체계, 전투체계, 항해체계, 잠항통제체계 등)를 이루고 
다시 서브체계들이 모여 함정을 구성하여야 비로소 작전성
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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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체계의 기능과 성능은 개별 장비와 다르다. 서브체
계에 대한 사전검증 없이 혁신적인 신개념 시제함을 건조
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LBTS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익숙한 함정의 경우에도 신규 국산화나 연구개발이 다
수 적용되는 경우에는 LBTS를 수행하여 서브체계별 사전
검증을 실시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

사실 이러한 경우들은 LBTS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므로 건조일정 및 비용을 추가로 고
려해야 한다.

최근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전기선박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기선박의 전기추진장비들은 대
용량 수전, 부하설비가 있어야 제대로 된 개발 및 시험평가
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중소업체들의 경우 간헐적으로 일
어나는 시험을 위해 대용량 설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러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수전계약 용량을 
높이게 되면,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납부해야만 하
는 기본계약요금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국가공용자산으로서 정부출연기관이 운영하는 LBTS에 
설비를 갖출 경우, 각 업체에서 FAT는 제한된 용량으로 실
시하고, 전부하 시험은 LBTS에서 실시할 수 있다. 모든 전
력기기 업체들이 단락시험 합성설비를 갖추지 않는 것처럼 
모든 업체들이 1년에 1번도 안되는 시험을 위해 5MW에 달
하는 수전설비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통상 중소
기업의 수전용량은 300 kW - 500kW에 불과하다. 

KERI에 기 확보된 7 MW급 시험부하(4QL), 15 MWh급 
납축전지 그리고 향후 확보될 10 MWh급 리튬전지 등 풍
부한 전력설비를 국가 산업이 공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결론

볼트부터 어뢰까지 국산화 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장
보고-III Batch-I사업으로 국내 잠수함 기술수준이 대폭 향
상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함정을 적시 전력화시키고, 시행착오에 의한 건조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서브체계별 사전검증시험인 
LBTS는 그 효과가 명확하여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본 함 사업을 하면서 LBTS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향후에도 방위산업 및 선박전기추진산업의 부흥을 위해 
LBTS가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후기

LBTS를 시작할 때가 떠오른다. 막 인도네시아 수출 잠수
함의 추진배전 패키지 계약을 독일 Siemens사와 완료한 
시점이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입찰 준비시점에, 추정하건데, 입찰
경쟁 관계인 독일 조선소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실적 장비
업체에 연락해도 아예 상대해 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부랴부랴 프랑스 추진배전계통 실적 업체에 접촉해 기
술자료 초안을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안서를 한참 작
성했는데 갑자기 입찰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프랑스 실
적업체로부터도 공급불가 의견을 받았을 때의 상실감은 이
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프랑스 조선소도 입찰경쟁 
관계에 있었다. 

다행히도 그때까지는 조선소가 구매력이 있던 시절이
라, 전사적으로 움직여 전향적으로 독일 Siemens사의 협
조를 얻어낼 수 있었지만 독자기술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서러움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독일 Siemens사와 계약협상을 하던 와중에, 혹시 구형 
209급이 아닌 신형 214급 잠수함의 추진전동기를 공급해 
줄 수 없느냐 물었을 때 Siemens사의 굴욕적인 발언이 잊
혀지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공급해 주어도 한국 조선소가 
추진체계로 통합할 수 있지 않다고 믿는다 라고 하였다. 성
공하지 못할 고객에게는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개발이 완료된 심지어 실운용 검증된 장비가 있다고 서
브체계가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브
체계에 대한 사전검증과정을 가지는 것이다. 새로운 함정
에 새로운 서브체계가 들어간다면, 해당 서브체계를 대상
으로 LBTS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함 발주처의 배려로 LBTS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제
는 독일 실적업체에 못지않는 기술수준을 갖추었다고 자
부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겪었던 
많은 경험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직접 LBTS시험 및 토론과정에 참석하여 실제 함 운용과
정에서 습득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실제 운용경험을 아낌
없이 공유해준 소요군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Alion Science and Technology, “장보고-III Batch-I 
추진체계통합(PSI) 최종보고서 Task4 목적문건,” 2016년, pp. 18-83.



Gwan-Hyun Pack et al., LBTS for De-risking Newly Developed Naval Electrical System and Technical Issues KNST

Journal of the KNST 2020; 3(2); pp. 093-107 107

[2] 한국전기연구원, “장보고-III Batch-I LBTS 1단계 완료보고서,” 
2016년. 
[3] 한국전기연구원, “장보고-III Batch-I LBTS 2016년 연차보고서,” 
2017년.
[4] 한국전기연구원, “장보고-III Batch-I LBTS 2017년 연차보고서,” 
2018년.
[5] 한국전기연구원, “장보고-III Batch-I LBTS 2018년 연차보고서,” 
2019년.
[6] 한국전기연구원, “장보고-III Batch-I LBTS 2019년 연차보고서,” 
2020년.

약어

LBTS: land based test site (육상시험장)
4QL: 4 quadrant load (4상한부하기)
NAVSEA: Naval Sea Systems Command
IPS: integrated power system (통합전력체계)
FSAD: full scale advanced demonstrator
ESTD: electric ship technology demonstrator
EDM: engineering development model
AIM: advanced induction motor
IFTP: integrated fight through power

KERI: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한국전기연구원)

SOC: state of charge (충전잔량)
PSI: propulsion system integration (추진체계통합)
PM: propulsion motor (추진전동기)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BMS: battery monitoring system (축전지감시장치)
ICD: interface control document (연동통제문서)
IPMS: integrated platform management system 

(통합플랫폼관리체계)
FCM: fuel cell module (연료전지모듈)
FCDD: fuel cell DC/DC converter (연료전지컨버터)
POW: propeller open water test (프로펠러단독시험)
UMP: universal mounting pad
MUX: Multiplexer (다중화기)
P-TEMP: preliminary 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
AFE: active front end
SMPS: switch mode power supply (직류전원공급기)
MC: magnetic contact (접점)
FAT: factory acceptance test (공장수락시험)
JA: advance ratio (전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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