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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잠, 대함, 보급 등, 함정에 요구되는 임무가 다양해지면서 함정의 추진체계 또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ECS(Engineering Control System)를 필요로 한다. ECS는 추진체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함으로써 함정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ECS 국산화 개발이 진행되면서 ECS에 대한 시험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었고, 
CODOG 기반의 함정 추진체계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CODOG 기반의 함정 추진체계 시뮬레이터는 가스터빈 

모델, 디젤엔진 모델, 감속기어 모델, 가변추진기 모델로 나누어 제어 명령에 대한 피드백을 모의한다. 실험 결과, 
ECS 추진 모드에 따른 가스터빈, 디젤엔진 및 축의 속도, 토크, 출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Duties required for naval ship such as anti-submarine, anti-ship, and supply, etc are diversified, so the ECS 
(Enfineering Control System) is required for executing the mission effectively. The ECS monitors and controls the 
propulsion system in order that naval ship can perform the mission. As the in-country development of ECS is 
progressed, a test system for ECS is needed, and a naval ship propulsion system simulator based on CODOG was 
developed on this study. The naval ship propulsion system simulator based on CODOG which is divided into gas 
turbine model, diesel engine model, reduction gear model and controllable pitch propeller model, simulates to 
feedback of control commands of EC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is able to confirm speed, torque and power, etc. 
of the gas turbine, diesel engine and shaft according to ECS propuls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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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군사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함정에 요구되는 임무

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 함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추진체계 및 제어시스템

을 필요로 한다. ECS(Engineering Control System)는 가

스터빈이나 디젤엔진 등 주 원동기와 주변기기의 제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체계 전반이 임무 수행능력을 

충족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다. 기존 ECS 개발업체로는 SEASTEMA, L-3mapps등

으로 외국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ECS 개발의 

국산화가 추진되면서 ECS의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제어기 개발 과정에서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모델 

단위로 기능을 검증하는 MILS(Model-In-the-Loop 

Simulation), 소프트웨어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

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SILS(Software-In-the- 

Loop Simulation), 실제 제어기의 하드웨어와 연동하여 

실제 로직과 동작을 실시간으로 테스트하는 HILS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등이 있다. HILS는 

제어기 테스트 환경을 시뮬레이션으로 쉽게 구현이 가

능하고 개발 과정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어 이미 자동차, 해양, 항공 분야의 제어기 개발에 적용

되고 있다[1].

Genoa 대학과 ABB Marin(현재 SEASTEMA)사에서 

추진체계 HILS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

으며[2-3], 본 연구에서는 ECS 개발 과정에서 개발 및 

검증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CODOG 기반의 함정 추진 

시뮬레이터를 연구하였다. 

Ⅱ. 추진체계 시뮬레이터 구성

2.1. CODOG 추진체계

함정 추진 시뮬레이터는 ECS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ECS가 대상으로 하

는 추진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추진체계는 GOGAG 

(COmbined Gas turbine And Gas turbine), CODOG 

(COmbined Diesel engine Or Gas turbine) 등의 기계식 

추진체계에서부터 CODLOG(COmbined Diesel eLectric 

Or Gas turgine), CODLAD(COmbined Diesel eLectric 

And Diesel engine) 등 원동기로 추진전동기를 함께 사

용하는 복합식 추진체계의 단계까지 와 있다. 그 중 

CODOG 추진체계는  KDX, FFX 등에 적용되어 신뢰

성과 기능이 입증된 추진체계이다. 다음 그림은 

CODOG 추진체계의 구성을 나타낸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DOG system

그림 1과 같이 CODOG 체계는 COmbined Diesel Or 

Gas turbine 으로 가스터빈과 디젤엔진, 감속기어, 축계

과 가변추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속구간에서 디젤

엔진으로 추진하고 고속구간에서는 가스터빈을 원동기

로 추진한다.

2.2. 모델 구성

CODOG 추진체계는 각 장비간 물리적 영향을 주고

받거나 제어기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 함정 추

진체계 시뮬레이터 또한 이를 모의하기 위해 하부 모델

은 장비별로 분할한다. 본 연구에서는 4기 2축의 

CODOG 추진체계를 모의하기 위해 제 1 가스터빈 모

델, 제 2 가스터빈 모델, 제 1 디젤엔진 모델, 제 2 디젤

엔진 모델, 제 1 감속기어 모델, 제 2 감속기어 모델, 제 

1 가변추진기 모델, 제 2 가변추진기 모델로 나누었다. 

CODOG 추진체계는 두 축이 완전히 분리되어 시뮬레

이터 하위 모델을 구성하는 장비와 신호가 좌현과 우현

이 동일하게 구성된다.

2.3. 하드웨어 구성

시뮬레이터의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사양이 달라진

다. 본 연구에서 추진체계 시뮬레이터는 ECS와 하드웨

어로 연결하고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성

해야 하기 때문에 RT(Real-Time) OS를 지원하는 HILS

로 구성한다. 그림 2는 CODOG 추진체계 시뮬레이터

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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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simulator

CODOG 추진체계 시뮬레이터는 National Instrument

의 PXI를 사용한다.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은 PXI에서 

실행되며, SCM(Simulation Control and Monitoring) PC

를 통해 PXI에서 실행되고 있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을 모니터링 및 제어한다. 그리고 연동장비 시뮬레이터

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장비별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시뮬레이터의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I/O of shaft-line dynamics model

Module Description

Controller PXIe-8115 Win7 64bit embedded

Software
LabVIEW Real 
time Test Suite

-

Serial I/O 8431/8 8ch

Digital I/O 6221 AI : 16, AO : 2, D-I/O : 24

Ⅲ. CODOG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함정 추진시스템 시뮬레이터의 목적은 ECS의 검증

으로, ECS의 제어시퀀스에 의한 결과로 도출되는 출력

에 대해 시뮬레이터에서는 추진시스템의 제어결과를 

피드백 하게 된다. ECS에서는 각 장비에 명령을 내리고 

각 장비에서 피드백되는 입력으로 전체 추진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게 된다. 따라서 추진체계 

시뮬레이터는 먼저 하위 단위로 각 장비를 모델링하고 

각 장비에서 피드백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유지하면

서 보다 상위 단위인 최종 추진시스템 단위의 출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시뮬레

이션 모델 구성이 다음 그림 3에 제안된다[5].

Fig. 3 Configuration of simulation model

CODOG 추진체계는 가스터빈과 디젤엔진, 감속기

어, 축계 및 가변추진기, 그 외 보조기기로 구성되어 있

으며 시뮬레이터에서는 가스터빈과 디젤인진, 감속기

어, 가변추진기를 장비모델로 만든다. 장비 모델은 하

부에 기본 모델과 제어 모델을 둔다. 기본 모델은 추진

체계의 동특성 해석모델을 의미하며, 제어 모델은 각 

장비의 제어기를 모의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ECS로부

터  명령이 시뮬레이터에 입력되면 각 장비 모델 내에

서는 기본 모델과 제어 모델 간 입출력을 주고받게 되

고, 장비 간에서는 기본모델 간 입출력을 갖거나 제어 

모델 간 입출력을 갖는다. 특히 기본 모델간 입출력을 

주고받는 것은 동특성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축을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3.1. 장비별 모델

3.1.1. 가스터빈 모델

(1) 기본 모델

가스터빈은 가스 제너레이터 (Gas generator, GG), 

보조기어박스(Accessory gear box, AGB), 파워 터빈

(Power turbine, PT), 그 외 보조기기 등으로 구성된다. 

가스터빈의 가스 제너레이터와 파워 터빈은 물리적으

로는 분리되어 있으며, 압축된 공기의 흐름으로 동력을 

전달한다. 기본모델은 ECS의 출력 명령에 따라 가스터

빈 각 단의 속도, 토크, 동력 등을 모의하여 피드백하게 

된다. 다음 그림 4는 가스터빈 모델을 나타낸다.

Fig. 4 Basic model of gas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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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5는 Throttle 명령에 따른 GG 단의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6,7].

Fig. 5 GG Speed of simulation output according to 
throttle of ECS

그림 5에서 점 표식은 실제 Throttle에 따른 가스터빈

의 GG 단의 속력을 의미하며, 선 표식은 도출한 식에 

의한 값이다. GG단의 속력은 Throttle에 따라 다음 관계

를 따른다.

GG_Speed = a*exp(b*Throttle)+c*exp(d*Throttle)

(2) 제어 모델

가스터빈의 운용모드는 자동 모드, 반자동 모드, 로

컬 모드가 있으며, 자동 모드와 반자동 모드에서 ECS의 

명령을 받는다. 본 시뮬레이터에서는 ECS의 추진체계 

연동 제어 기능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자동 모

드와 반자동 모드를 구현하고, 로컬모드로 전환 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제어 모델은 시동절차 및 정지절차에 

맞는 보조기기 운용 결과를 피드백한다. 제어모델은 각 

모드에 따라 ECS와 실제 가스터빈 간의 I/O 신호에 맞

춰 도출되었다. 다음 표 2는 대표적인 제어모델 로직이 

나타나 있다.

Table. 2 Items of GT control model

Items Control

Starter Regulator shut off V/V On/Off

Vent Damper On/Off

Starting Sequence

Motoring Sequence

Water Wash Sequence

Auxiliary Mode Sequence

Stop Sequence

Emergency Stop Sequence

3.1.2. 디젤엔진 모델

(1) 기본 모델

대상 디젤엔진은 4행정 12기통으로 Starting air 

system, Lube oil system, Fuel oil system, Fresh water 

cooling system, Intake air and exhaust system 등으로 구

성된다. 디젤엔진 기본 모델은 ECS의 출력 명령에 따라 

디젤엔진의 속도, 토크, 동력 등을 모의하여 피드백하

게 된다. 다음 그림 6은 디젤엔진 모델을 나타낸다.

Fig. 6 Basic model of diesel engine

다음 그림 7은 디젤엔진 출력에 따른 Fuel Rack 

Position을 나타내고 있다[8]. 

Fig. 7 DE FRP of simulation output according to DE 
Power Command of ECS

그림 7에서 점 표식은 실제 ECS의 출력 명령 따른 디

젤엔진의 FRP(Fuel Rack Position)을 의미하며, 선 표식

은 도출한 식에 의한 값이다. Throttle에 따른 다음 관계

를 따른다.

FRP=(a*DE_power)^b+c

(2) 제어 모델

디젤엔진의 운용모드로는 자동 모드, 반자동 모드, 

로컬 모드가 있으며, 자동 모드와 반자동 모드에서 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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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령을 받는다. 또한 시동 및 정지 명령에 따른 제어 

시퀀스, 비상정지, 테스트 모드 등이 있다. 제어모델은 

각 모드에 따라 ECS와 실제 디젤엔진 간의 I/O 신호에 

맞춰 도출되었다. 다음 표 3에는 대표적인 디젤엔진 제

어모델 로직이 나타나 있다.

Table. 3 Items of DE control model

Items Control

Start Sequence

Cold Start Sequence

Stop Sequence

Emergency Stop Sequence

3.1.3. 감속기어 모델

(1) 기본모델

감속기어는 가스터빈 또는 디젤엔진의 동력을 변환

하여 적정 속도와 토크가 축에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스터빈 측에는 가스터빈 브레이크가 있고, 

디젤엔진 측에는 유체 커플링을 두어 동력의 전달을 제

어하며, SSS(Syncro-Self-Shifting) 클러치를 통한 가스

터빈-디젤엔진 전환 또는 디젤엔진-가스터빈 전환을 제

어하게 된다[9].

SSS 클러치는 가스터빈 측과 디젤엔진 측의 출력에 

따라 기계적으로 연결 및 분리된다. SSS 클러치의 상태

는 다음과 같다.

① Engage : SSS 클러치가 ECS로부터 Active 명령을 

받았으며 가스터빈과 연결된 상태

② Ratcheting : SSS 클러치가 ECS로부터 Active 명령

을 받았으나 가스터빈과 연결되지 않은 준비 상태

③ Locked out : SSS 클러치가 ECS로부터 Locked out 

명령을 받아  분리된 상태

(2) 제어모델

감속기어는 SSS 클러치, 터닝기어, Locking device, 

가스터빈 브레이크, 유체커플링, Lube oil system, 

Attached lube oil pump, electric-driven lube oil pump, 

dehumidifier 등으로 구성되며 제어 모델에서는 각 장비

의 시동 정지를 포함한 제어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한다. 

제어모델은 각 모드에 따라 ECS와 실제 감속기어 간의 

I/O 신호에 맞춰 도출되었다. 다음 표 4에는 대표적인 

제어모델 로직이 나타나 있다.

Table. 4 Items of RG control model

Items Control

Electric Drive Lubricant Pump On/Off

3.1.4. 가변추진기 모델

(1) 기본 모델

축과 가변추진기는 가스터빈과 디젤엔진으로부터 

감속기어를 통해 전달된 동력으로 최종적으로 함정을 

움직이게 된다. 가변추진기는 ECS로부터 피치 명령을 

받으며 피치에 따라 축 속도 및 토크가 변화한다.

(2) 제어 모델

가변추진기는 Hub and blade assembly, Oil 

distribution box, CPP(Controllable Pitch Propeller) 

main pump, CPP standby pump 등으로 구성된다. 제어 

모델은 ECS의 명령에 따라 하부 장비에 대한 자동-로

컬 변환 및 시동 정지 등을 구현한다. 제어모델은 각 모

드에 따라 ECS와 실제 가변추진기 간의 I/O 신호에 맞

춰 도출되었다. 다음 표 5에는 대표적인 제어모델 로직

이 나타나 있다.

Table. 5 Items of CPP control model

Items Control

Standby Pump On/Off

3.2. 모델 통합

각 장비 모델은 ECS로부터 신호를 받아 제어 모델에

서는 장비의 시동/정지 및 보조기기의 제어, 기본 모델

에서는 출력, 속도, 토크 등을 도출한다. 추진체계를 구

성하는 장비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장비의 

제어 모델 간 또는 기본 모델 간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다음 그림 8은 기본 모델에서 주요 물리 값의 흐름을 나

타내고 있다[10-13].

CODOG 추진체계는 가스터빈과 디젤엔진을 주 원

동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ECS로부터 출력 명령 또는 

속도 명령을 받아 결과를 도출한다.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에서 나온 출력은 감속기어에서 전달 또는 감속

비에 따라 변환이 이루어지며 최종 축 속도와 축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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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변추진기의 피치에 의한 토크의 영향도 함께 받

는다.

Fig. 8 Schematic diagram of shaft-line dynamics model

제어 모델에서는 시동 시 장비 간 시동 조건을 충족

하는 지 확인하게 된다. 다음은 그림 9는 CODOG 체계 

시뮬레이터의 SCM(Simulation Contorl and Monitoring) 

System 화면을 나타낸다.

Ⅳ. 시뮬레이션

4.1. 추진체계 운용

가스터빈 추진 모드와 디젤엔진 추진 모드가 있으며 

ECS는 모드와 사용자가 조작하는 레버에 따라 설정된 

명령을 시뮬레이터로 보낸다. 가스터빈 추진 모드에서

는 레버에 따른 TIC(Throttle Input Command)(%) 명령

과 Pitch(%) 명령을 시뮬레이터로 보내고, 디젤엔진 추

진 모드에서는 레버에 따른 디젤엔진 속도(rpm) 명령과 

Pitch(%) 명령을 시뮬레이터로 보낸다. 시뮬레이터는 

ECS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계산된 출력, 속도, 토크 

등의 값을 보내게 된다.

4.2.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PCL(Power Control Lever)에 따

른 시뮬레이터 출력 값으로 나타내었다. PCL는 ECS의 

사용자 설정하며, 가스터빈의 경우 –5~10까지, 디젤엔

진의 경우 –5~6까지 사용한다. 사용자가 설정한 PCL 

값과 추진 모드에 따라 ECS는 가스터빈에 TIC, 디젤엔

진에 목표 속도, 추진전동기에 Pitch 명령을 보낸다. 시

Fig. 9 Mimic of Simulator Control and Monitoring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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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터에서는 TIC 명령, 목표 속도 명령 또는 Pitch 

명령을 받아 제어결과에 해당되는 속도, 토크, 출력을 

ECS로 피드백한다.

4.2.1. 가스터빈 모드

①  FMV

Fig. 10 FMV of GT according to change of PCL

그림 10은 FMV(Fuel Metering Valve) 추세를 나타

내고 있다. FMV는 PCL의 절댓값이 커질수록 TIC 및 

Pitch 값이 커지므로 출력과 FMV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②  VSV

Fig. 11 VSV of GT according to change of PCL

그림 11은 VSV(Variable State Vane) 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 VSV는 Gas Generator 단에 위치하여 터빈의 

속도를 조절한다.

③  GG Speed, PT Speed

Fig. 12 GG and PT Speed of GT according to change 
of PCL

그림 12는 가스터빈의 Gas generator 단의 속도와 

Power turbine 단의 속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스터

빈은 GG 단과 PT 단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출

력은 GG 단에서 PT 단으로 전달된다. PT 단은 감속기

어와 이어지는 축과 직접 연결된다.

④  Power

Fig. 13 Power of GT according to change of PCL

그림 13은 가스터빈의 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FMV

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⑤  Shaft Speed (GT)

그림 14는 가스터빈 모드에서 축 속력을 나타낸다. 

PT 단의 속력이 감속기어의 감속비에 따라 적정한 토크

와 속도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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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haft Speed of GT according to change of PCL

⑥  Shaft Torque (GT)

Fig. 15 Shaft Torque of GT according to change of PCL

그림 15는 가스터빈 모드에서 축의 토크를 나타내고 

있다. 

4.2.2. 디젤엔진 모드

①  Shaft Power (DE)

Fig. 16 Shaft Power of DE according to change of PCL

그림 16은 디젤엔진 추진 모드에서 축에 걸리는 출력

을 나타낸다. PCL이 음수 일 때보다 양수에서 출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피치의 변화가 PCL 양수

에서 크기 때문으로 디젤엔진의 출력이 피치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Shaft Speed (DE)

Fig. 17 Shaft Speed of DE according to change of PCL

그림 17은 디젤엔진 추진모드에서 축 속도를 나타낸

다. 디젤엔진에서 출력된 속도는 감속기어를 거쳐 감속

비로 적정한 토크와 속도로 변환된다.

③ Shaft Torque(DE)

Fig. 18 Shaft Torque of DE according to change of PCL

그림 18은 디젤엔진 추진모드에서 축의 토크를 나타

낸다. 피치의 변화가 축 토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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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CODOG 기반 함정 추진체계 시뮬레이터는 가스터

빈과 디젤엔진을 주 추진기관으로 사용하는 추진체계

에 대해서 모델링하고 ECS의 제어 명령에 따른 추진체

계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터는 가스터빈, 디젤

엔진, 감속기어, 가변추진기 모델로 구성되며 각 모델

은 출력의 전달과 관련된 기본 모델, 제어기를 모사하

는 제어 모델로 나뉜다. 가스터빈 추진 모드와 디젤엔

진 추진 모드에서 PCL에 따른 가스터빈의 FMV, VSV, 

속도, 출력, 토크 및 디젤엔진의 속도, 출력, 토크 등을 

확인하였다. ECS 개발과정에서 ECS의 추진체계 제어 

기능 검토, 새로운 제어 시퀀스 제안 등으로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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