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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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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pplication of adaptive flight controller is required for the non-linear and high

uncertain system that configuration of tiltrotor aircraft is dramatically changed from rotary

wing mode to fixed wing mode. In this paper, the applicable adaptive controller for the

tiltrotor aircraft was designed using Neural Networks and DMI (Dynamic Model Inversion).

The performance of the SCAS (Stability and Control Augmentation System) was simulated

against manned military specification, using the fullscale model of 'Smart UAV(Unmanned

Aerial Vehicle)' developed by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Neural Networks

based adaptive controller was verified through its whole operating envelope using the

established HQ (Handling Qualit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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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틸트로터 항공기는 이·착륙 및 제자리비행 시 

적용되는 회전익모드(Rotary wing Mode)와 순항 

시 적용되는 고정익모드(Fixed Wing Mode), 이 

두 모드 간의 천이모드(Conversion Mode)를 갖

고 있어 일반적인 항공기에 비하여 복잡한 운동

방정식과 요구조건을 적용하여 비행제어법칙을 

설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어기 설계에 있어 여

러 비행모드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비행모드 

전환에 따른 비선형성과 불확실성을 추가로 고려

해야 한다.

전통적인 비행제어 방법은 기 선정된 비행영

역 내의 평형점(Equilibrium Point)에 대한 동특

성의 선형화 방법으로써 제어기의 구조가 간단하

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선형 설계기법의 사용

이 가능하나, 선형화 모델은 단지 근사화된 것으

로 비선형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확히 표

현하지 못하며, 각각의 선형화된 모델은 근처의 

국부 영역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틸트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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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운동이 설계 트림점에서 멀어질수록 모

델의 성능은 심각하게 저하된다. 따라서 전체 비

행영역에 대한 제어 이득의 스케줄링을 통하여 

제어 성능을 보장해 주어야만 하며, 이러한 설계 

방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DMI(동적모델역변환: Dynamic Model Inversion)

는 틸트로터기의 선형 운동방정식에 근거하여 설

계한다. 신경회로망은 비행 중 적응을 통하여 모

델역변환에 의한 오차를 상쇄시켜 제어 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러한 실시간 제어 결과로 

시스템 동특성 정보에 대한 요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1]. 이와 같은 적응제어 기법은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 시 풍동시험 데이터와 관련한 비용

의 효과적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

력 데이타 획득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려운 경

우, 예를 들면 고받음각 기동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행 중 파라포일의 형상이 급격히 변

하는 정밀공중운송시스템(PADS: Precision Aerial

Delivery System)[2]과 회전익 모드에서 고정익 

모드로 전환되는 틸트로터 항공기와 같이 형상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

전제어기법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적응 비행제어기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 모델역변

환과 신경회로망의 복합적 구성과 적응제어 이론

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틸트로터 무인기의 제어

법칙 설계를 살펴본다. 또한 설계된 조종/안정성 

증대시스템(SCAS: Stability and Control

Augmentation System)의 효과와 성능을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4장에서 틸트로

터 항공기의 회전익 모드, 천이 모드와 고정익 

모드에 적용 가능한 비행성 평가 기준을 도출하

고, 설정된 비행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신경회

로망 기반의 적응 비행제어기를 전체 비행속도 

영역에 대하여 평가함으로써 제어기의 성능을 검

증한 후, 5장에서 결론을 정리하였다.

2. DMI 및 신경회로망 설계 이론

일반적으로 n차원의 비선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2)

∈ 은 의사제어 변수이다. 식(2)의 두 번

째 식의 역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3)

역변환 오류를 고려하면 식(2)의 첫 번째 식은 

식(4)와 같이 표현되고, 역변환 오류를 상쇄시키

기 위하여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적응제어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채널의 적응 제어 구조는 식(5)

와 같이 구성된다.

∆′ (4)

  
 

  
    (5)


와   는 각각의 PD 제어와 적응제어신

호를 나타낸다. 오차 방정식은 식(4)와 식(5)로부

터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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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신경회

로망의 적응 제어신호는 식(7)과 같이 선택하였

고,  는 가중치 벡터를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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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망의 기저 함수이다. 적응법칙은 식(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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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적응 게인,  는 식(9)의 Lyapunov

방정식을 만족하는 행렬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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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틸트로터 항공기의 SCAS 설계

3.1 대상 항공기 모델

본 연구에 적용된 틸트로터 항공기 모델은 '스

마트 무인기'의 비선형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

하였다. 스마트 무인기는 그림 1과 같이 고정익 

모드, 회전익 모드 및 천이 모드의 3가지 비행모

드를 가지고 있어, 기존 무인항공기의 운동 특성

과는 다른 매우 복잡한 비선형 운동 특성을 가진다.

스마트 무인기의 비행제어 모드(그림 2)를 살

펴보면, 회전익 모드는 엔진 나셀 각 80∼93°

(9,630rpm)로 제자리비행 및 저속 구간(-50∼

100km/h)에서 비행하며, 천이모드는 나셀 각 80

∼0°(9,630rpm)로 100∼250km/h 속도 구간에 해

당되고, 비행속도 250km/h에서 엔진 회전수가 

7,704rpm으로 변환되면서 고정익 모드로 순항하

게 된다.

Fig. 1. 3 flight mode of tiltrotor aircraft

Fig. 2. Flight control mode of Smart UAV

3.2 조종/안정성 증대시스템 설계

본 절에서는 DMI 기법을 적용하여 SCAS를 

설계한다. 비선형 운동방정식에서 상태변수 

     이고, 오일러각의 2차 미분을 의사

제어 변수로 치환한다.

         (10)

     는  과      의 운동역학적 관계식

을 미분함으로써   과 관계한다. 식(11)은 내

부루프 DMI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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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시스템 입력변수로 

각 축의 조종스틱이며 A, B 행렬은 각각 상태변

수 관련 파라미터 행렬과, 조종입력 관련 파라미

터 행렬이다.[3]

역변환 오차를 보상하는 신경회로망은, SPN

(Sigma-Pi Network)을 기저함수(
′ )로 사용한다.

적응제어기 설계 시, 작동기의 동적 특성에 의한 

응답 지연, 제어 루프에 의한 작동기의 포화 및 

시간 지연에 대해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적응제

어기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PCH

(Pseudo-Control Hedging)는 의사제어입력()과 

작동기를 지난 의사제어입력()의 차이로 초기 

의사제어 입력을 만들어내는 명령발생기에 그 값

을 가감해 줌으로써 작동기 영향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PCH신호를 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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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ynamic model inversion with PCH

compensation



Fig. 4. SCAS simulation of Smart UAV model (rotary w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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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표 1에 표시된 ○, △, ×는 

각각 입력 명령에 대한 응답의 정확한 일치, 약

간의 상태오차 존재, 발산을 의미한다.

스마트 무인기 모델은 총 27 가지의 시뮬레이

션 조건에 대해 실행하였다. DMI는 속도 

0km/h, 엔진 나셀각  90°(회전익 모드), 속도 

205 km/h,  30°(천이 모드), 속도 400km/h,

 0°(고정익 모드)의 선형 모델을 선정하였고,

마찬가지로 초기 비행조건 또한 DMI 모델과 같

은 선형 모델로 선정하였다. 입력 명령으로는 

 가 각각 5° 크기 진폭의 Sine Wave, 는 1°

크기 진폭의 Sine Wave 입력 명령을 1 rad/sec

주파수로 주었다. 표 1에서 보면 속도 0km/h에

서 고정익 모드의 DMI 선형 모델을 사용할 경

우  ,  입력명령에 대해 약간의 상태오차를 나

타낼 뿐 회전익 및 천이 모드의 대부분 자세 명

령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나타내었다.

그림 4는 DMI 선형 모델이 회전익 모드일 경

우에 비행속도 0km/h, 205km/h, 400km/h 조건

으로 시간(sec)에 따른 Pitch, Roll 및 Yaw 자세

(deg)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

는 것처럼 초기 Trim 값 차이에 의해 시뮬레이션 

초기에 오차가 있을 뿐 수 초 내에 명령을 추종하

고 있으며, 이는 곧 하나의 DMI 모델만으로 전체 

비행영역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DMI
Condition

NN, PCH On
초기 비행조건

입력 명령

 (°) (°) (°)

속도 0km/h,

 90°

(회전익 모드)

속도 0km/h,  90° ○ ○ ○

속도 205km/h,  30° ○ ○ ○

속도 400km/h,  0° ○ ○ ○

속도 205km/h,

 30°

(천이 모드)

속도 0km/h,  90° ○ ○ ○

속도 205km/h,  30° ○ ○ ○

속도 400km/h,  0° ○ ○ ○

속도 400km/h,

 0°

(고정익 모드)

속도 0km/h,  90° △ △ ○

속도 205km/h,  30° ○ ○ ○

속도 400km/h,  0° ○ ○ ○

 ○: 정확한 일치, △: 약간의 상태오차 존재, ×: 발산

Table 1. Performance of SCAS (Smart UAV model)

4. 비행성 평가

틸트로터 항공기의 비행성[5] 평가를 위하여 

ADS-33E-PRE 회전익 규격서와 MIL-F-8785C,

MIL-STD- 1797A, MIL-DTL-9490D 등의 고정익 

미 군사규격서의 적용 항목[6, 7, 8, 9]을 검토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행 모

드 별 주요(Key) 비행성 평가 기준을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한국항공운항학회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틸트로터 항공기의 적응 비행제어기 설계 및 비행성 평가 5

비행 모드

회전익 규격서 고정익 규격서

제자리/

저속비행
전진비행 강건성

성능
(기동)
평가

 
DB 

비행경로
시간지연

비행경로
Over
Shoot

SAAC MAACLAAC SAAC MAAC LAAC GM PM

회전익 모드 √ √ √ √ √ √ √ √ √

천이 모드 √ √ √ √ √ √ √ √ √ √ √ √ √ √ √

고정익 모드 √ √ √ √ √ √ √ √ √

Table 2. HQ evaluation itemization of tiltrotor aircraft

회전익 모드에 대한 평가 결과, 제자리비행 

및 저속비행 요구조건의 미소 진폭 자세 변화

(SAAC: Small‐Amplitude Attitude Changes)와 

큰 진폭 자세 변화(LAAC: Large‐Amplitude

Attitude Changes)는 모두 Level 1(모든 임무 조

건 및 비행단계에서 매우 적절한 비행성을 갖는 

수준)을 만족하였고, 완만한 진폭 자세 변화

(MAAC: Moderate Amplitude Attitude Changes)는

일반적인 모든 임무(All Other MTE)에 대하여 

Level 1 기준을 만족하였다. 성능(Manoeuvres)

및 이득 여유(GM: Gain Margin) 평가에서 우수

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위상 여유(PM: Phase

Margin)는 일부 부족하였다. 신경회로망을 이용

한 제어기가 위상 여유는 비교적 적은 특성이 

있으며, 고정익 모드와 천이 모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비행제어 시스템 설계 시에는 작동기(Actuator)

의 응답 속도와 비행제어 관련 장비 등의 선정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정익 모드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이득 여유 

및 기동 성능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단주기 주파수(
) 요구조건, 

요구조건,

Gibson's Dropback Criteria(DB),  · 요구조건,

비행경로 시간지연, 비행경로 Overshoot[10, 11]

등 roll 축에 대한 위상 여유를 제외한 모든 항

목에서 Level 1 기준을 만족하였다.

천이 모드에 대하여 회전익기의 전진비행 요

구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미소 진폭 자

세 변화와 큰 진폭 자세 변화 모두 Level 1 기

준을 만족하였고, 완만한 진폭 자세 변화는 일

반적인 임무(All Other MTE)에 대하여 Level 1

기준을 만족하였다. 고정익기 평가 기준을 적용

한 결과는 기동 성능 및 이득 여유 평가는 양호

하였으나, 위상 여유는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비행성 평가에서는 Gibson's Dropback

Criteria,  · 요구조건은 모두 비행성 군 규격

서의 Level 1 요구조건을 만족하며, 단주기 주파

수 및 
요구조건, 비행경로 시간지연, 비행경로 

Overshoot는 일부 속도 조건에서 Level 2에 해

당하나, 대부분 군 규격서의 비행성 Level 1 기

준을 만족하였다.

그림 5는 천이모드의 비행속도 205km/h 조

건에 대한 Roll 축의 미소 진폭 자세 변화 평가

이고, 그림 6은 비행속도 219km/h 조건에 대한 

Roll 축의 완만한 진폭 자세 변화 평가로 Level

1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보여준다.

Level 1

Fig. 5. SAAC roll attitude (205km/h, conversion mode)

Fig. 6. MAAC roll attitude (219 m/h, convers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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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고정익 모드(250～466km/h)에서 안

정성 여유를 판별하기 위하여 Roll 축의 이득 

여유를 평가한 결과이며, Pitch, Roll 및 Yaw 축 

모두 ±20dB 이상으로 MIL-DTL-9490D의 이득 

여유 요구도(±6dB)를 초과하여 신경회로망을 이

용한 적응 제어기가 강건함을 보였다.

제어기의 기동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속도 영역(0～466km/h)에서 기동 평가를 수행

하였으며, 평가에 적용된 기동은 Pitch 자세각

(20˚) Step Input, Roll 자세각(30˚) Step Input,

Rolling Pull-out 기동이다. 그림 8은 비행속도 

205km/h에서의 Rolling Pull-out 기동 평가 결

과를 나타내었으며, 모두 Overshoot가 없으며,

오차가 거의 없이 정확하게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단주기 주파수 요구조건에 대하여 평가를 수

행한 결과, 고정익 모드는 모든 속도 영역에서 

Level 1 기준을 만족하고, 천이 모드에서도 거의 

모두 Level 1 기준을 만족한다. 그림 9의 비행속

도 205km/h에서 Level 2 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만, Level 1 영역에 아주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

어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구조건 평가는 수직가속도 Nz의 1% 정

착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10의 빗금 내부 

구역에 위치하면 Level 1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Fig. 7. Gain margine of roll axis

(conversion mode, +20 dB)

Fig. 8. Rolling Pull-out (205 km/h, conversion mode)

Gibson's Dropback Criteria 평가는 과도한 

Phase Lead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DB

(Dropback)는 계단 입력을 주었을 때 가 최대

치에서 정상상태로 변화하는 양이며 미 군사규

격서에서 적용하기를 추천하는 DB/  값은 

0~0.25이다.  · 요구조건의 판별 기준은 그림 

12의 빗금 아래에 위치하면 Level 1을 만족하게 

된다.

고정익 모드의 모든 속도 영역에서 
요구

조건, Gibson's Dropback Criteria,  · 요구조

건에 대하여 모두 Level 1에 위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천이 모드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비

행속도 100km/h의 
요구조건을 제외한 모든 

비행 영역에서 Level 1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

내었으며, Gibson's Dropback Criteria,  · 요

구조건은 그림 11과 12처럼 천이 모드의 모든 

속도 영역에서 Level 1을 만족하였다.

스마트 무인기를 대상 항공기로 설계된 신경

회로망 기반의 적응 비행제어기는 회전익 모드

와 고정익 모드의 비행성 평가에서 위상 여유가 

일부 부족한 점을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선정

된 모든 비행성 평가 항목에서 유인 항공기용 

군사규격서의 Level 1 요구조건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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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hort period frequency requirement (conversion mode)

Fig. 10. 
requirement (conversion mode)

Fig. 11. Gibson's Dropback Criteria (conversion mode)

Fig. 12.  · requirements (conversion mode)

천이 모드의 비행성 평가에서는 회전익기 규

격서의 전진비행 요구조건에 대하여 Level 1 기

준을 만족하였고, 고정익기 규격서 적용 시 위

상 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행성 평가 항목에

서 Level 1 기준을 만족함으로서 틸트로터 항공

기용 비행제어기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적응 

비행제어기가 우수함을 보였다.

비행성 평가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틸트로터 

항공기는 회전익과 고정익 모드에서 각각의 회

전익기 및 고정익기 비행성 규격서를 적용하여 

비행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천이 모드는 

믹서 로직(Mixer Logic)을 통하여 조종면과 

Cyclic Pitch 등이 적절히 조합되어 조종되는 점

을 고려하면, 천이모드의 비행성 평가는 본 연

구에서와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익기 및 회전익

기 비행성 평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틸트로터 항공기의 적응비행

제어를 위하여 스마트 무인기를 대상으로 신경

회로망 기반의 적응 비행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적응 비행제어기는 모델역변환 기법, PCH 및 

신경회로망 적응제어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스마

트 무인기의 Full Scale 모델에 대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한 결과, 요구된 자세 명령에 대하여 

오차가 거의 없이 응답하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제자리비행 조건의 선형모델을 사용한 

하나의 제어기로 전체 비행 영역을 수용하는 조

종/안정성 증대시스템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비

행 모드별 모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SCAS 제어기(회전익 모드의 DMI)로써 회전익 

모드, 천이 모드, 고정익 모드의 3 가지 비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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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전환에 적응하고, 전체 비행속도 영역(0～466

km/h)에 대하여 모두 적응함으로써 틸트로터 

항공기의 높은 비선형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

고 Overshoot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시

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하였다.

설계된 적응 비행제어기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틸트로터 항공기의 주요(Key) 비행성 평가 기준

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유인 회전익기 및 고정

익기 비행성 규격서를 바탕으로 각 모드 별 주

요 비행성 평가 기준을 선정함으로서 현재까지 

미정립되어 있는 천이모드에 적용 가능한 비행

성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설계된 신경회로망 기반의 적응제어기

를 선정된 비행성 평가 기준에 따라 3 가지 모

드에 대하여 비행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위상 

여유에서 일부 부족함을 보였으나, 회전익 모드 

및 고정익 모드는 군 규격서의 Level 1 요구조

건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천이 모드에서

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Level 1 기준을 만족하

여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적응 비행제어기의 우

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비행성 평가에서 본 

바와 같이 틸트로터 항공기는 회전익과 고정익 

모드에서 각각의 회전익기 및 고정익기 비행성 

규격서를 적용하여 비행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

능하다. 천이 모드는 믹서 로직을 통하여 조종

면과 Cyclic Pitch 등이 적절히 조합되어 조종되

는 점을 고려하면, 천이모드의 비행성 평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정익기와 회전익

기 비행성 평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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