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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함정 추진제어시스템은 축계와 추진엔진의 과토크 및 과부하를 방지하면서 함정 작전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효

율적인 제어로직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함정 시운전 기간 중 추진제어기의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는 이른바 튜닝

(tuning)과정을 거쳐 제어체계를 최적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설정 값의 오차가 큰 경우 

튜닝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오버토크, 오버스피드 및 과출력으로 인해 추진 장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함정 추진체계를 보호하면서 비교적 추진제어기 소프트웨어의 튜닝 경험이 적은 비숙련자도 함정 추진

체계를 보호하면서 튜닝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적용을 제안한다.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성능 검증

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를 적용한 결과와 PI제어기만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제어 특성 

및 추진성능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기능을 미적용 시 발생하였던 9.74%의 과도응답이 

발생하지 않아 추진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시스템의 응답성이 늦어짐에 따라 함정 추진성능(가속능력)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진성능의 저하는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의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해결하였다.

ABSTRACT 

It is common to optimize the propulsion control system through a so-called tuning process that modifies the parameter 
values of the propulsion control software during a ship commissioning. However, during this process, if the error of the 
initial setting value is large, the tuning time may take too long, or the propulsion equipment can be seriously damaged. 
Therefore, we conducted research on the design of a propulsion controller that applied a Processor lever controller even for 
inexperienced people with relatively little experience in tuning propulsion control software to be able to reduce the tuning 
time while protecting the propulsion system. Through simulation, by comparing the execution result of propulsion control 
lever commands through the PI controller without applying the Processor lever controller. We analyzed the improvement 
of the Overshoot and propulsion performance.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safety of the propulsion system 
increased because Overshoot of approximately 9.74%, which occurred when the Processor lever function was not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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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높은 전력을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등장과 더불어 함

정의 유구성능(대잠등력 등) 및 함정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함정의 추진체계는 기계식 추진체계에서 복합식 

추진체계를 거쳐 전기식 추진체계로 점차 변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1-6]. 이러한 추진체계의 변화는 지속적으

로  기계식 추진체계에서 점차적으로 복합식 추진체계 

또는 전기식 추진체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8]. 
최근 대한민국 해군에서 건조되는 함정(FFX-II, AOE-II 
등) 또한 종래에 오랜 기간 적용되어져왔던 기계식 추진

체계가 아닌 추진전동기(EPM, Elec-tric Propulsion 
Motor)를 적용한 복합식 추진체계가 탑재되었다. 그러

나 여러 이점과 더불어 복합식 추진체계 및 전기식 추진

체계는 기계식 추진체계에 비하여 구조 및 제어체계가 

복잡하여 통합기관제어체계(ECS, Engineering Control 
System)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함정의 추진기술은 추진기기술, 추진동력원기술, 추
진동력전달기술, 추진제어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국방

기술품질원(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의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각각의 

기술에 대한 대한민국 기술수준은 추진기기술은 상위

권, 추진동력원기술 및 추진동력전달 기술은 중위권 수

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추진제어기술은 하위권으로 

국내 자체개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9]. 
그림 1은 추진체계의 기술분야를 나타낸다.

Fig. 1 Technology of propulsion system

이러한 이유로 추진전동기를 탑재한 복합식 추진체

계에 대한 ECS는 국내 기술력 및 신뢰도의 부족으로 해

외 전문업체로부터 수입하거나, 해외 기술협력생산을 

통해 획득한 ECS 장비가 탑재되고 있다[8][10-13]. 
국내 함정에 해외 선진업체의 ECS 장비를 탑재하더

라도 시운전 기간 중 추진제어 소프트웨어의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는 이른바 튜닝(tuning) 과정을 거쳐 최적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함정에 탑재되는 ECS는 추진축

계(shaft)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데 PI제어기를 사용해 

왔으며, 시운전 기간 중 제어 전문가가 P, I 파라미터 값

을 조정하여 과도상태 개선 및 안정적인 추진 장비의 제

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설

정 파라미터 값이 탑재된 장비와 특성이 맞지 않을 경우 

튜닝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오버토크, 오버스피

드 및 과출력 등으로 인해 추진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추진제어 소프트웨어의 튜닝 경

험이 적은 비숙련자라도 함정 추진체계를 보호하면서 

튜닝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적용

을 제안한다. 

Ⅱ. 함정의 추진체계

함정의 추진체계는 장비의 조합에 따라 기계식, 복합

식 그리고 전기식 추진체계로 분류된다. 여기서 복합식 

추진체계는 가스터빈, 디젤엔진과 같은 두 개 이상의 기

계식 추진 장비 또는 기계식 추진 장비와 추진전동기와 

같은 전기식 추진 장비를 탑재한 체계를 뜻하며, 전기식 

추진체계는 추진전동기와 함께 배터리 또는 발전기 등

을 적용한 추진체계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 프로세서 레

버 제어기의 적용은 전기식 추진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2.1. 전기식 추진체계

과거 함포 위주의 전장에서는 함정의 기동력과 최고

함속이 함정의 생존성을 높여주었으나, 현대 전장에서

는 대함능력과 더불어 대공 및 대잠능력이 요구되면서 

수중 방사소음의 방음 및 첨단 전투체계 성능이 함정의 

생존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14]. 이와 더불어 최근 

반도체 및 전력변환 기술의 발달과 무기체계의 요구전

력 증가로 인해 함정의 추진체계는 기계식에서 전기식

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5]. 그림 2는 기계식 및 

전기식 추진체계의 구성을 나타낸다. 

Fig. 2 Classification of propulsion technology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5, No. 1: 134-145, Jan. 2021

136

그림 2에 나타나듯 전기식 추진체계는 기계식 추진

체계가 기계적 부분과 전기적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

과 달리 전기적 특성과 기계적 특성을 함께 가지므로, 
기계식 추진체계에 비하여 높은 동력 전달 손실을 가진

다. 그러나 전기식 추진체계는 프로펠러와 추진 장비의 

연동 특성에 따라 기계식 추진체계에 비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추진 장비의 출력 증감 속도

가 빠르며, 속도 및 토크 제어에 많은 이점을 가진다

[16,17]. 그러나 갑작스런 토크 증가로 인한 기계적 손상 

및 회생전력 발생으로 인한 계통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2. 추진 장비 제어기

함정의 ECS는 추진 장비 제어를 통해 장비를 보호하는 

동시에 함정의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함정에 탑재되는 

추진 장비의 연동특성과 운용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ECS의 제어 로직 설계가 필요하다. 최근 추진전동기를 

탑재한 함정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ECS 기술의 해외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ECS 선진업체인 이탈리

아의 SEASTEMA는 자체 투자를 통해 개발한 동적 시

뮬레이션(dynamic simulatio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

진 장비 제어기 특성에 따른 함정 동특성을 분석하여 

ECS를 설계하며[18-22], 대표적인 ECS 설계 선진업체

인 Rolls-Royce와 Kongsberg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

해 ECS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 및 적용하고 있다[13,23]. 
그림 3은 해외 선진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ECS 개발 

순서를 나타낸다.
�조선소 및 추진체계통합업무(PSI, Propulsion System 

Integration)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경험

을 기반으로 요구사항 및 기술사항을 분석하여 ECS
의 제어로직 설계

‚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 또는 전산유체역학 등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

여 제어로직 자체 검증

ƒ추진 장비의 특성 및 허용 토크 등을 고려하여 축계 

회전수에 따른 가변피치프로펠러의 피치 값 곡선

(combined curve)을 ECS 제어로직에 적용

„시운전을 통하여 제어기 값 및 파라미터 수정 및 보완

Fig. 3 Development process

이와 같이 ECS 선진업체의 경우에 동적 시뮬레이션 

등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 특

성 및 연동 특성에 따라 ECS 제어 파라미터를 설계함으

로써 ECS 제어기의 함 탑재 이전에 함정 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후 시운전을 통하여 제어 파리미터

를 최적화 한다. 
이렇듯 컴퓨팅 자원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

면 최적의 제어 파리미터를 적용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술

은 ECS 제작사의 오랜 투자와 경험을 통해 획득한 자산

이므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사람의 경험을 바

탕으로 제어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경험에 의한 제어 파라미터 설정은 선진업체에 비하

여 안전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며, 안정적인 최적 파라미

터 값 설정까지 많은 시간이 요소될 뿐만 아니라,인적실

수로 인하여 시운전 중 추진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

할 수 있다.

2.3.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본 논문에서는 전기 추진 함정의 ECS 최적 파라미터 

설정 이전에 추진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는 

추진 레버 값에 따른 추진곡선(combined law) 앞단에 적

용되어 사용자의 추진레버 명령 값을 수신하고 추진곡

선 명령 값으로 변환하여 신호를 입력한다. 그림 4는 기

존 추진 장비 제어체계와 제안하는 프로세서 레버 제어

체계의 구성을 비교하였다.

Ⅲ. 연동장비 모델링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적용에 따른 함정의 제어특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함정의 추진체계 및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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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 본 논문에 사용

된 시뮬레이션 환경은 표 1과 같다.

Table. 1 Simulation environment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

Processor Intel i5-9400

RAM 8 GB

OS Windows 10 Enterprise

MATLAB/Simulink R2018a + Stateflow

시뮬레이션 대상 함정은 대구급 호위함(FFX, Future 
Frigate eXperimental)으로 하며, 전기식 추진체계 탑재

를 가상하기 위해 추진전동기 2대 탑재를 가정한 2기2
축의 추진체계로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함정의 시뮬레이션 모델

은 ECS의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적용에 따른 함정의 동

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으로 장비별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그림 5는 주요 장비 간의 관계도를 

나타낸다.
함정의 추진 장비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 함정의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자료들의 경우 함정의 작전운용 임무와 성능

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므로 대부분의 자

료는 군사보안 자료로 분류되어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 개발하는 함정의 사양 및 장비 특성 데이터는 

Fig. 4 Construction of control system for propulsion equipment

Fig. 5 Conceptual diagram of model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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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7][12][24][25][26]의 함정 및 추진 장비 사양

을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한다. 

3.1. 함정 모델

함정모델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대구급 호위함

(3,592 ton)을 대상으로 하며, 함정의 속도는 Froude 및 

Reynold 상사법칙을 이용하여  추력과 선박의 톤수 및 

속력의 관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

식 (1)에서 는 마력(hp), 는 비례상수, 는 톤수

(ton), 는 속력(knot), 는 애드미랄티 계수를 나타낸

다. 애드리말티 계수는 추진효율과 함정의 길이, 선속에 

대한 계수로 함정의 방형계수와 선속에 따라 영향을 받

게 된다. 그림 6은 Mathwork사의 Simulinkk를 이용하여 

개발한 함정 모델을 나타내며, 양 축으로부터 발생되는 

추력을 입력받아 가변추진기의 유입류 속력 및 함속을 

결정한다.

Fig. 6 Simulation model of hull

3.2. 가변추진기 모델

함정에는 대형 상선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정피치프

로펠러가 아닌 가변추진기 즉, 가변피치프로펠러가 주

로 적용된다. 함정에 가변추진기를 적용함으로서 추진 

기관의 회전속도를 고정한 상태로 피치 제어를 통해 함

속을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함정의 운용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이러한 추진기는 추진 장비로부터 발생되는 

출력을 축계 및 함체에 전달하여 함정이 추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추진기에서 발생되는 출력()은 추력

() 및 토크(), 추진기의 회전속도( , 

추진기의 직경() 및 해수의 밀도( )의 관

계식, 식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3)

  
  (4)

식 (2)에서 와 는 전진계수()와 프로펠러 블

레이드 방향각()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표 2

는 가변추진기의 주요 사양을 나타내며, 그림 7은 가변

추진기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낸다.

Table. 2 Controllable pitch propeller specification

  Specification

Number of blade 5

Propeller diameter 4.3 (m)

Pitch to diameter ratio 1.8

Area ratio 0.57

Fig. 7 Simulation model of CPP

3.3. 추진축계 모델

추진축계 모델은 추진전동기로부터 발생된 토크를 

가변추진기로 전달하며, 축계 모델은 추진 장비로부터 

발생되는 토크와 가변추진기로부터 입력되는 토크의 

차를 이용하여 추진축계의 회전수를 결정한다. 추진축

계의 회전수는 식 (5)와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 8은 추진축계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낸다. 

 ×× (5)

×

× (6)

식 (5)에 나타나듯 추진축계 모델은 추진전동기 토크

(), 가변추진기 토크(), 축 회전속도() 및 출

력()과 추진축계와 추진전동기의 모멘텀()의 관계

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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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imulation model of shaft

3.4. 추진전동기 모델

시뮬레이션 대상 추진전동기의 사양은 표 3과 같다. 

Table. 3 Electric propulsion motor specification

Specification

Typ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hase 6

Max. Power 1,700 kW

Max. Torque 162.4 Nm

추진전동기 시뮬레이션 모델은 6상 영구자석형 동기

전동기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추진전동기의 특성 

모사를 위해 전력변환장치 모델을 함께 모델링하였다. 
추진전동기 모델은 전동기의 출력 명령(kW) 신호에 따

른 축 토크(kNm)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추진전동기의 

토크()와 출력()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7)

식 (7)에서 는 추진전동기의 축 전류, 는 토크 상

수, 는 추진축계 회전속도를 나타내며, 그림 9는 추

진전동기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낸다. 

Fig. 9 Simulation model of propulsion motor

3.5. 추진 장비 제어기 모델

해군 함정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축계의 회전속도 및 

가변추진기 피치에 따른 함속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진

기업체 또는 PSI 수행 업체가 추진커브를 기반으로 추

진 장비 제어 로직을 설계한다. 그림 10은 추진커브 기

반의 추진 장비 제어 방법을 나타낸다. 

Fig. 10 Propulsion control system for naval ship

프로세서 레버는 조타실(bridge)에서부터 내려오는 

지령 명령 값을 수진하여 추진전동기 및 가변추진기 명

령 값을 전달한다. 추진 장비 제어기 모델의 세부함수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CM_ProcessroLever : 추진레버의 위치 정보를 이용

하여 목표출력(set point)을 위한 프로세서 레버 값 계산

‚CM_CombinedLaws : 프로세서 레버에 따른 목표 출

력 값 계산

ƒRegulator : 장비에 대한 제어 명령 및 PI 제어기 기반

의 출력 계산

„Rudder Regulator : 목표 조타기의 각과 현재 조타기 

위치 차를 이용하여 조타기 위치 PI 제어

추진 장비 제어의 제어명령은 시퀀스에 따라 순차적

으로 제어해야 함으로 Simulink의 Stateflow toolkit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11은 추진 장비 제어기 시뮬

레이션 모델을 나타낸다.

Fig. 11 Simulation model of propulsion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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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ProcessorLever model
ProcessorLever는 사용자의 추진레버 입력 값을 이용

하여 프로세서 레버 값을 계산한다. ProcessorLever는 

그림 12와 같이 ProcessorLever_Lever 블록과 Processor 
Lever_Out 블록으로 구성된다. ProcessorLever_Lever 
블록은 PI 제어기 파라미터와 현재 레버의 위치에 따라 

프로세서 레버 값을 계산을 수행하며, ProcessorLever 
_Out 블록은 계산된 레버 값과 현재 레버 값의 피드백 

차를 이용하여 레버 명령의 오차를 계산한다. 이러한 오

차 값을 바탕으로 제어기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도록 

한다. 그림 12는 ProcessorLever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

타낸다.

Fig. 12 Simulation model of CM_ProcessorLever

3.5.2. CombinatorLaws model
CombinatorLaws는 ProcessroLever에서 생성된 프로

세서 레버 값을 기준으로 추진모드 및 레버 위치에 따른 

목표 출력(set point) 값 계산을 수행한다. 본 시뮬레이션

에서 추진전동기를 이용하여 레버 0~6까지 운용하며, 
추진모드 상황에 따라 maneuvering mode, navigation 
mode로 운용된다. 그림 13은 Combinator Laws 시뮬레

이션 모델을 나타내며, 그림 14는 시뮬레이션에 활용한 

레버 위치에 따른 축 회전속도, 가변추진기의 피치 그래

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3 Simulation model of CombinedLaws

Fig. 14 Combined Laws(shaft RPM & CPP Pitch)

3.5.3. Regulator
Regulator는 추진 장비 운용을 위한 시퀀스 제어와 PI 

제어기 기반의 추진전동기 및 combinator law에 따른 가

변추진기 피치 제어를 수행한다. 

Fig. 15 Simulation model of Reg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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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추진기의 경우 업체에서 자체 제어기를 포함하

여 납품하여 가변추진기 제어를 위한 별도의 PI제어기

를 구성하지 않지만, 추진전동기의 경우 함정 전체 추진

체계와 연동하여 성능을 제어해야 함으로 PI제어를 통

항 추진전동기의 출력을 제어한다. 그림 15는 Simulink
의 stateflow toolkit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내

며, 그림 16은 추진전동기 regulator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낸다.

Fig. 16 Simulation model of propulsion motor regulator

3.6. 추진 장비 제어기 모델

앞서 설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전기추진 

함정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 17은 Simulink 
기반의 통합모델을 나타내며, 통합 모델은 제어기 모델, 
추진전동기 모델, 추진축계 모델, 가변추진기 모델 그리

고 함정 모델로 구성된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추진제어기 모델로부터 제어 명

령을 받아 추진전동기 및 가변 추진기를 제어한다. 제어 

명령을 받은 추진전동기 모델에서 토크를 발생하게 되

면 추진축계 모델은 추진전동기로부터 발생된 토크와 

현재 함정의 함속 및 가변추진기의 피치, 축계 현재 회

전속도에 따른 토크 차를 계산하여 추진축계 회전수를 

결정한다. 이러한 회전속도와 피치각에 따른 전진비 등

을 바탕으로 함정 모델은 최종적으로 추력을 계산하며, 

추력 및 현재 함정의 속도에 따라 현재의 함속을 계산하

게 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적용에 따른 축계의 토크 및 회전속도를 비교 및 

분석한다. 

Ⅳ.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조건

함교의 텔레그래프(PCL, Propulsion Control Lever) 
지령 값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를 적용하였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추진

축계 회전속도를 비교 및 분석한다. 프로세서 레버 제어

기 적용에 따른 성능 분석을 위해 표 4와 같은 항목을 대

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Case Processor
lever

Parameter
value PCL Command

1 1 X - PCL 0➜6
2 2 O Inc1 , IG1 PCL 0➜6

3
3-1 O Inc1 , IG1

PCL 0➜6
3-2 O Inc13 , IG1

4

4-1 O Inc13 , IG1

PCL 0➜6
4-2 O Inc13 , IG2
4-3 O Inc13 , IG3
4-4 O Inc13 , IG5

5
5-1 O Inc13 , IG2

PCL 0➜65-2 O Inc13 , IG2.5
5-3 O Inc13 , IG3

6
6-1 O Inc13 , IG2.5

PCL 0➜66-2 O Inc13 , IG2.8
6-3 O Inc13 , IG.3

Table. 4 Case of simulation

Fig. 17 Simulation model of electric propulsion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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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은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추진축계의 회전속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

내며, 나머지 Case의 경우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적용에 

따른 추진특성을 나타낸다.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에 적

용된 파라미터 Inc는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의 비례 제어

기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IG는 적분 제어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초기 제어 값을 변경시키기 전 초기상태

는 함정 추진 장비의 ‘idle’상태인 추진축계의 회전수가 

‘45 rpm’, 가변추진기의 피치가 ‘0’인 상태로 안정된 후 

수행하도록 한다. 추진전동기의 추진모드는 항해

(navigation) 모드로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설정 단

위 시간(step time)은 0.01초, fixed step으로 수행하며, 
solver는 ode14를 사용하였으며, 각 case에 대한 시뮬레

이션은 400초 까지 진행한다.

4.2. 시뮬레이션 결과

4.2.1. Case 1

Fig. 18 PCL 0➜6, without processor lever

Case 1(그림 18)은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기능을 적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PLC을 ‘0’에서 ‘6’으로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상승시간

(rise time)은 5.36초 이며, 추진축 최대 회전속도는 

109.74rpm으로 약 9.74%의 오버슈트(overshoot)가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4.2.2. Case 2
Case 2(그림 19)는 프로세서 레버 기능을 적용한 상

태에서 PCL을 0에서 6으로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초기 약 30초 동안 프

로세서 레버 기능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180
초 이내에 최대 회전속도에 도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0초에 추진축계 회전속도는 68.33rpm으로 목

표값인 100rpm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프로세서 레버를 

적용함에 따라 오버슈트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

진체계의 안전성(safety)는 기존에 비해 높아졌으나, 시
스템의 응답성이 늦어짐에 따라 함정의 추진 성능(가속)
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정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서 레버의 파

라미터(Inc, IG)를 최적화 할 필요가 있다.

4.2.3. Case 3

Fig. 20 PCL 0➜6, with processor lever(Inc 13, IG 1)

Case 3(그림 20)은 제어 파리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 

Case 2와 동일한 환경에서 Inc 파라미터 계수를 변경하

Fig. 19 PCL 0➜6, with processor lever(inc 1, 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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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후 Case 2와 결과를 비교하였

다. Inc 계수를 ‘13’으로 변경함에 따라 초기 약 5초간 프

로세서 레버 제어기 기능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였다. 
상승시간은 45.5초에서 추진축계 최대 회전속도는 

95.14rpm으로 목표값 대비 약 95.14%에 도달하였으며, 
오버슈트 발생하지 않았다. IncLim는 13이상에서 제어

성능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으며, 값이 작아질수록 성

능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4.2.4. Case 4

Fig. 21 PCL 0➜6, with processor lever(Inc 13, IG 1/2/3/5)

Case 4(그림 21)는 Inc.를 13으로 고정한 뒤 IG 값을 

변경시켜 최적의 IG 값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IG가 1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상승시간 45.5초 

에서 추진축계 최대 회전속도는 95.14rpm으로 오바슈

트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IG가 2인 경우, 상승시간 

24.54초에서 추진축계 최대 회전속도는 98.3rpm으로 

오버슈트는 IG 1과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IG가 3
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상승시간 19.03초에서 추진축계 

최대 회전속도는 101.1rpm으로 약 1.06% 오버슈트가 

나타났으며, IG가 5인 경우, 상승시간 14.53초에서 추진

축계 최대 회전속도는 101.78rpm으로 약 1.79% 오버슈

트가 나타났다.

4.2.5. Case 5
Case 5(그림 22)는 Case 4의 결과에 따라 오버슈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최적 IG값을 찾기 위해 IG를 세

분화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IG 2.5 시뮬레이션 결과 상승시간 22.74초에서 추진

축계 최대 회전속도는 99.71rpm이며, 오버슈트는 발생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IG 2인 경우에 비해 상승

시간이 약 1.78초 단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6. Case 6

Fig. 23 PCL 0➜6, with processor lever(Inc 13, IG 2.5/2.8/3)

Case 6(그림 23)은 2.5 – 3.0 구간에서 구체적 비교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상승시

간 22.55초에서 추진축계 최대 회전속도는 99.83rpm으

로 목표값 대비 약 99.83%에 도달하였으며, 오버슈트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IG 2.5인 경우에 비해 상승시간이 약 0.18초 단축되었으며, 
최대 회전속도는 약 0.1%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함정의 추진 제어기는 PID 제어기가 적용되고 있다. 

Fig. 22 PCL 0➜6, with processor lever(Inc 13, IG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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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PID 제어기는 제어 파라미터에 따라 오버슈트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오버슈트는 전기 추진 함정의 

추진 장비에 악영향을 야기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

기추진을 적용한 함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튜닝을 위

한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함정 물리적 특성 값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추진

체계 및 추진제어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프로

세서 레버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의 파라미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정 및 보완

하여 기존 제어기에서 발생했던 9.74%의 오버슈트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성능(가속 속

도)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속추진 및 빠른 추진 응답속도를 위하여 

선체 대비 고출력의 추진전동기가 적용되는 전기추진 

함정에서의 안정적인 추진제어 시스템 튜닝을 위한 방

법으로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 적용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실제 함정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하여 

프로세서 레버 제어기의 제어 알고리즘 최적화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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