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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연료유량이 제어 수단인 터보제트 엔진에 대해 압축기의 서지를 방지하면서 가속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퍼지이론과 PI+D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터보제트 엔진 제어기를 설계하였

고 Mamdani의 추론법을 적용하여 추론하고, 비퍼지화는 무게 중심법을 사용하였다. 퍼지추론 결과는 터보제트

엔진의 가감속시 서지와 flame-out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 유량 제어 입력으로 사용되고, 신속하고 안전

하게 원하는 속도로 수렴할 수 있도록 제어기를 설계한다. MATLAB을 사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제안된 제어기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Proposed controller prevent compressor surge and reduce the acceleration time of the fuel 
flow control system for turbo-jet engine. Turbo-jet engine controller is designed by applying fuzzy PI+D control 
algorithm and make an inference by applying Mamdani’s inference method and the defuzzification using the 
center of gravity method. Fuzzy inference results are used as the fuel flow control inputs to prevent compressor 
surge and flame-out for turbo-jet engine and the controller is designed to converge to the desired speed quickly 
and safely. Using MATLAB to perform computer simulations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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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에 사용되는 터보제트

엔진은 설계점은 물론 그 이외의 예상 가능한 작동

조건의 범위 내에서 작동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1]. 항공기용 제트엔진에

사용되는 제어 수단 중 연료유량과 배기 노즐 면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기흡

입구와 노즐의 안내깃, 공기 블리드 밸브, 과급기, 윤
활계통, 제동계통 등에서도 크고 작은 제어방법을 필

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이착륙 거리가 가능

한 짧아야 하고, 특히 군용항공기는 큰 기동성을 요

구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에 사용

되는 터보제트 엔진의 가속시간이 짧아야 한다. 그러

나 연료유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구성요소는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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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서지 현상 또는 터빈입구 온도 초과상승과 같은

엔진 작동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서지 현상은

공기유동로의 배압이 증가하여 엔진에 유입되는 공

기 유량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압축기 실속을 일으키

는 요인이 되며, 부가적으로 엔진의 공기유량 감소로

인한 터빈입구 온도를 과다하게 상승 시킬 수도 있

다. 따라서 제트 엔진의 열역학적 및 기계적인 상태

변수(로터 회전수, 온도, 압력 등)를 정확히 감지하고

이를 열적 안정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작용하여 고성

능의 추력 동적반응특성을 갖도록 연료량 입력을 효

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제트엔진 제어기설계의 관

건이다.
이와 같이 항공기 엔진을 최적의 조건에서 자동으

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시스템들이 디

지털 전자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로터의 회전 속도

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연료 유량의 출사량

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무인항

공기 등과 같은 소형 제트엔진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단순화를 위해 배기노즐 면적을 고정하고 있어 추력

즉, 로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연료 유

량의 흐름만을 제어하여 원하는 엔진 성능을 얻는 단

일 입출력 시스템에 적합한 엔진 제어 시스템을 설계

하여야 한다.
실용적인 제트엔진의 제어는 PID(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제어법칙을 이용하여 일부 측정

가능 상태변수 궤환방식을 들 수 있는데, 제트엔진

시스템의 모델특성이 규명되면서[2][3] 기준점 추적

제어의 PI 제어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최근에는 퍼지

논리를 적용하여 터보제트 엔진의 연료 흐름을 계산

하기 위한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알고리즘[4] 
및 신경망을 이용하여 연료 흐름 제어기를 설계[5]하
는 등 연료흐름을 제어하여 터보제트 엔진의 효율성

을 높이는 정밀한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6].
본 연구는 연료유량만이 입력이 되는 소형 제트엔

진 제어기 설계에 대해 실제적인 PI 제어기와 같은

설계기법에 근거, 감지가능한 상태변수로부터 출발

하여 퍼지추론방식을 이용한 제어기를 설계하고자한

다. 제트엔진과 같은 비선형적인 제어특성에 잘 부합

되기 위한 퍼지규칙의 효율성은 퍼지화/비퍼지화, 퍼

지추론 등의 변수 설정에 따라 좌우된다. 비교적 잘

설계된 퍼지 PI 제어 결과[7]로부터 퍼지 제어 규칙을

규명하여 퍼지 PI+D 제어기를 설계하고자한다. 제안

된 기법을 선형 모델 엔진에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고 PID제어 및 퍼지 PI 제어 실험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어 성능을 보이고자 한다.

Ⅱ. 엔진 제어 시스템 설계

2-1 제어기 설계 대상 플랜트

대상 모델로는 항공기용 터보제트 엔진 모델로서

제어기 설계의 목적은 연료량 입력에 대해서, 엔진의

열역학적인 변수들의 동안정적이면서 신속한 응답특

성으로부터, 결국 제트엔진의 성능을 결정짓는 고성

능, 고기동의 추력 특성을 얻는 것이다.

그림 1. 터보제트 엔진 구조

Fig. 1. Schematic of a turbojet engine.

터보제트 엔진은 그림 1과 같이 압축기

(Compressor), 연소기(Combustor), 터빈(Turbine), 노즐

(Nozzle)로 구성된다. 흡입된 공기는 압축기에서 압축

되어 고압화되고 연소실로 보내진다. 연소실에서 연

료노즐은 계속적으로 연료를 보내서 거의 정압상태

에서 연속적인 연소가 발생하게하고, 이때 발생한 고

온, 고압가스가 터빈을 지나면서 터빈을 회전시키고

노즐을 통해 빠른 속도로 분출된다.
엔진 추력은 압축기 회전속도에 비례하므로 회전

속도를 측정하여 엔진 제어 시스템에 사용한다.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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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속 제어는 요구 추력을 압축기 회전속도로 변환

시킨 속도 명령을 추종하도록 연료유량을 제어한다.

2-2 퍼지 제어기 설계

퍼지 논리를 기반으로 1974년 Mamdani와 Assilian
은 퍼지 제어기의 기본구조를 만든 후 스팀 엔진 제

어에 도입함으로써 퍼지 제어기가 구현하기 쉬우며

좋은 제어 성능을 가짐을 보였다. 퍼지 제어기는 인

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에

적용한 것이며, 제어 규칙은 주로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퍼지 제어기는 비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선형화된

모델이라 할지라도 프로세스의 제어변수가 많은 경

우의 시스템에 대해 좋은 제어 성능을 보인다[8]. 산
업공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ID제어

기는 공정의 여러 환경에 대해 강인한 특성을 나타내

며 운전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나, 고전적인 PID 제어기는 비선형 시스

템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퍼지 제어기는 언어적인 표현이 가능하므로 비선형

부분에 대해 매우 강인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퍼지

제어기에서는 PI형이나 PD형이 주로 연구되었으나, 
정상상태 오차를 0으로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퍼지

PI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퍼지 PI형
은 정상상태에서의 성능은 양호하나 과도상태의 성

능향상에는 한계가 있고 퍼지 PD형은 정상상태오차

를 줄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간편간접추론방식(SIIM : 
Simplified Indirect Inference Method)에 의한 퍼지

PI+D 제어기가 제안되었고, 1993년 Z.Y. Zhao 등[9]
이 퍼지논리에 의한 퍼지 PID 이득 조정기를 제안한

이래 퍼지 PID제어기에 대한 연구도 급속히 진행되

어, 1994년 Malki등은 디지털 PID제어기의 선형 모델

을바탕으로 기존의 2개의 퍼지 입력변수와 4개의 퍼

지규칙, 비선형 비퍼지화를 적용하여 20개의 제어입

력 영역으로 분할되는 비선형 퍼지 PID제어기를 제

안하였다. Malki 등의 퍼지 PID제어기는 선형 디지털

PID구조를 기초로 선형 구조의 제어 성능이 비선형, 
시변 매개변수 이득이 되도록 설계하여, 선형뿐만 아

니라 비선형플랜트에 대해 좋은 제어 성능을 가진다

는 것을 입증하였다[10]. 그러나 제어입력이 퍼지 입

력의 조합에 의한 20개의 영역으로 분할되고, 퍼지

입력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적용하기 어려워 퍼지

PI+D또는 퍼지 PD+I형의 제어기로 구현되도록 하였

다.

그림 2. 엔진 제어시스템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engine control system.

그림 2는 서지를 고려한 기준 속도를 설정하고 엔

진 가속이 기준 명령을 추종하도록 하는 퍼지PI+D 
연료유량 제어시스템 구조를 보여준다[11]. 퍼지추론

기법을 적용한 터보 제트 엔진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압축기 기준 속도와 측정 속도 사

이의 오차를 정의하였다.

  NN (1)

여기서 N은 원하는 추력을 얻기 위한 압축기 기

준 속도이고 N은 측정되는 압축기 회전속도이다.

 










(2)

는 서지 제어선에서의 압력비에 대한 압축기 출

구에서의 압력비 오차이다. 제어기 이득

    는 과 를 이용한 퍼지추론에 의해

정한다. 
퍼지추론의 입력변수는 와 로 정하고 출력

변수 Q는 PI+D제어기 이득의 가중치이다.
퍼지규칙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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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eP
NB NS ZE PS PB

NB VB VB VB VB VB

NS VB M S M VB

ZE B S VS S B

PS VB M S M VB

PB VB VB VB VB VB

i번째 규칙 :

If  is NB and  is NB then Q is VB

If  is PB and  is ZE then Q is B

If  is NS and  is NS then Q is M (3)

If  is ZE and  is NS then Q is S

If  is ZE and  is ZE then Q is VS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전체 퍼지규칙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퍼지규칙

Table 1. Fuzzy rules.

퍼지 입력 변수 과 의 언어값은 5단계로 각

각 NB, NS, ZE, PS, PB로 구성되고 출력 퍼지 변수

Q의 언어값은 5단계로 VS, S, M, VB, B로 구성된다. 
표 1은 전문가의 지식을 기반으로 퍼지 입력 변수

과 에서의 폐루프시스템의 응답궤적을 예상하

고 기본적인 제어규칙을 작성한 후 제어목적이 달성

되도록 퍼지 제어 규칙을 추가한 것이다.
퍼지제어 규칙에 의한 근사추론 결과를 무게중심

법으로 비퍼지화하여 가중치 Q를 얻을 수 있다.

퍼지 입력 변수의 언어값을 eN=x01,, e p=x02

라 할 때 i번째 제어규칙 의 적합도 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  

 , i=1,2,.,n (4)

Mamdani의 추론법을 적용하여 에 의한 퍼지추

론 결과 ′는 다음 식으로 구하고

′   × 
 (5)

′를 면적 중심법으로 비퍼지화한 추론결과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

퍼지 PI+D제어기의 입·출력 변수들에 대한 소속

함수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입·출력 변수들의 소속 함수

Fig. 3 . Membership function of input and output 

variables.

추론 결과인 Q를 이용하여 퍼지 PI+D 제어 이득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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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수

(7)

이때의 제어이득 값은 엔진 회전속도 제어를 위한

연료유량을 결정한다.

Ⅲ. 모의실험

MATLAB을 사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여 제안된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엔진은 다음

과 같은 상태방정식으로 나타낸 선형 모델을 사용하

였다.

     (8)

여기서    
 : 상태변수 벡터

 : 압축기 회전속도

 : 터빈 입구 온도

 : 압축기 출구 압력

 : 연료 유량

연료유량 제어 시뮬레이션은 엔진이 20653rpm으

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3초 동안 9000rpm을 가

속시켜 29653rpm을 2초 동안 유지하다가 7초까지

22286rpm로 감속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4. 시뮬레이션 결과

a) 압축기 회전속도의 변화, b) 압축기 출구 압력비의 변화, 

c) 터빈 입구 온도의 변화, d) 연료 유량의 변화

Fig. 4 . Simulation results.

a) Compressor rotation speed, b) Compressor 

outlet pressure ratio, c) Turbine inlet temperature,

d) Fuel flow rate

그림 4는 퍼지PI+D제어기와 PID제어기에서 기준

속도 입력에 따른 엔진 회전수, 압축기 압력비, 터빈

입구온도 및 연료 유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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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제어기는 서지 한계선을 넘지 않고 기준 속도

명령값에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PID제어기

를 이용하였을 경우 기준값을 추종하지 못하고 따라

서 기준값대비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퍼지 추론 PI+D 제어기의 제어이득은 

=0.0000027×Q, =0.000025×Q,  =0.000002×Q 로

정하고 가중치 Q는 제어상태에 따라 퍼지 추론에 의

해 결정된다.

그림 5. 시뮬레이션 결과

a) 압축기 회전속도 변화, b) 압축기 출구 압력비 변화

Fig. 5. Simulation results.

a) Compressor rotation speed, b) Compressor outlet

pressure ratio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퍼지 PI+D제어기와

기존에 퍼지 PI 제어기와의 비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보상을 사용하여 피드백 제어 시스템

의 과도 응답을 개선하고, 기존의 퍼지 PI 제어기와

비교하여 기준속도에 대한 빠른 응답 특성 및 정상상

태 오차가 줄어들고, 서지제어선에 근접하여 엔진 추

력 효율이 높게 나온 결과를 보인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퍼지 PI+D 제어기법이 적용된 항공

기용 터보제트 엔진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엔진의 속

도값을 기준입력으로 하고 PI제어와 D제어 각각에

대해 퍼지규칙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퍼지 PI제어기

와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하고 빠른 응답특성

을 갖으며 정상상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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