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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선박용 듀얼 기추진시스템의 동기제어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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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nchronous Control System Design of a Dual Electric Propulsion Syst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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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추진시스템은 무인선, 어군탐지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 추진시스템 에는 추진력 향상을 해 

두 의 기모터와 로펠러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이때 두 로펠러 간의 속도 차에 해당하는 동기오차는 

에 지효율과 침로오차에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외란과 동특성 불일치에 의해 발생되는 동기오차를 

억제하기 한 동기제어시스템이 설계된다. 이 제어시스템은 기 모델, 비필터와 속도제어기, 동기제어기로 

구성된다. 기 모델은 추진시스템마다 상호 분리된 동기오차와 제어입력의 계산에 이용된다. 비필터와 속도

제어기는 추진시스템이 오버슈트와 입력포화 없이 지령을 추종하도록 설계된다. 그리고 동기제어기는 안정

이고 신속한 동기화의 에서 근궤 법으로 설계된다. 끝으로, 시뮬 이션을 통해 설계된 제어시스템이 외란

에 효과 임을 보여 다. 

ABSTRACT

Recently, electric propulsion systems are used for unmanned surface vehicle, fish finder boat, etc. Some of these propulsion systems can be constructed 

of two electric motors and propellers for advanced impellent force. In this case, the speed difference generated between two propellers, namely, the 

synchronous error has a bad influence on the energy efficiency and course error. In this study, a synchronous control system is designed to restrain 

synchronous error caused by disturbance and mismatched dynamic characteristics. The control system is composed of the reference model, pre-filters, 

speed controllers, and synchronous controllers. The reference model is used for calculating the decoupled synchronous error and control input for each 

propulsion system. The pre-filters and speed controllers are designed in order that the propulsion system may follow the reference signal without overshoot 

and input saturation. And the synchronous controllers are designed from the viewpoint of stable and quick synchronization through root locus mothed 

approach. Finally,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signed control system is effective for the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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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 자,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여 무인으로 

자율 항해하거나, 원격 조정되는 무인선(Umanned 

surface vehicle)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이 

선박은 유해한 해양환경을 실시간으로 악하거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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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직  근하기 어려운 험지역의 정보를 수집

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선박의 추진 동

력원으로는 환경오염, 소음진동, 에 지 효율 등의 

에서 디젤엔진보다 기모터가 심을 받고 있다

[2-3]. 한 소형어선, 보트, 어군탐지선 등에도 

기모터를 이용한 추진시스템의 개발에 한 연구가 

있다. 이들 선박의 추진시스템은 일반 으로 1 의 

기모터와 모터의 회 력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기 

한  로펠러(Propeller), 선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기 

한 방향타(Rudder)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선박 에는 추진력 향상을 해 2개의 기모터와 

로펠러 등으로 구성되는 듀얼 기추진시스템(Dual 

electric propulsion system)이 용될 수 있다[4]. 

한 선미(Stern)에 설치된 좌·우 추진모터는 방향타와 

같이 선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무인선이 설정된 침로(Ship's course)를 따라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제한된 배터리를 탑재한 선박이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해서는 경유 (Waypoint)

에 최단경로로 도달하는 것이 요하다. 그림 1은 좌·

우측 로펠러의 속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침로오차

를 나타내고 있다. 속도 차가 없을 경우(ⓐ)에는 침로

오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속도 차가 증가할 경우(ⓑ,

ⓒ)에는 침로오차도 비례하여 증가된다. 즉, 듀얼 추진

시스템에서는 좌·우측 로펠러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

으면 선박이 직선경로로 경유 에 도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듀얼 기추진시스템의 장 을 극 으

로 활용하기 해서는 로펠러 간에 발생되는 속도 

차인 동기오차[5-6]를 신속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 듀얼 추진시스템의 선박에 탑재된 량물의 좌·

우 불균형 배치, 추진시스템 간의 동특성 불일치, 외

란 등에 의해 동기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 모델, 비필터와 속도제어기, 동기제어기를 이용

하여 동기오차를 억제함으로써 선박이 최단경로로 경

유 에 도달될 수 있는 동기제어시스템 설계에 목

을 두고 있다.

boat

way
point

ⓐ

ⓑ

ⓒ

 




그림 1. 좌·우 로펠러 간의 속도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의 침로오차

Fig. 1 Course errors in case that speed between right 
and left propeller is same(ⓐ) and different(ⓑ,ⓒ)

Ⅱ. 기추진시스템

소형의 탐사용 무인선, 어군탐지선 등에서는 로

펠러를 회 시키는 동력원으로 기모터[7-8]가 유용

하게 이용된다.

propellercoupling gear
train transmission shaftDC

motor

electric propulsion system 1

electric propulsion system 2

그림 2. 듀얼 기추진시스템의 개략도
Fig. 2 Schematic diagram of a dual electric propulsion 

system 

그림 2는 동일한 특성을 갖는 2 의 기모터, 

로펠러 등으로 구성되는 기추진시스템에 한 개략

도이다. 입·출력기어에 모터와 달축이 연결되고, 

달축의 끝단에 로펠러가 체결된다. 이때 모터의 회

운동은 로펠러에 의해 선체의 직선운동으로 변환

된다. 한편 그림 3은 동기, 기어열, 달축, 로펠

러로 구성되는 추진시스템을 나타내도 있다. 기어열과 

달축의 강성을 무한 로 가정하면 회 시스템의 운

동방정식은 식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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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추진시스템의 모델
Fig. 3 Model of an electric propulsion system








   (1)








   (2)

여기서 은 모터 토크, 은 기어1에 한 

부하토크, 는 기어2에 달된 토크, 은 부

하토크이다. 그리고 은 모터 측의 성모멘트, 는 

로펠러 측의  성모멘트이고, 은 모터 측의 

성마찰계수, 는 로펠러 측의 성마찰계수이다. 

그리고 부하토크와 달토크   , 모터와 

로펠러 회 각   , 기어 1과 2의 기어 잇수 

 의 계는 식 (3)과 같다.

 


   (3)

여기서 


이다. 식 (1)～(3)을  에 해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4)

여기서   
,   

이다.

한 모터 토크 과 기시스템에 한 회로

방정식은 식 (5), (6)과 같다. 

   (5)







 



 (6)

여기서 는 기자 류, 는 토크상수, 

는 기자 압입력, 는 증폭기이득, 는 증폭

기 압입력, 는 항, 는 역기 력상수, 는 

인덕턴스이다. 일반 으로 기  응답은 회 자의 움

직임보다 훨씬 빠르고, 압부가에 의한 류변화는 

매우 짧은 시간에 존재하므로 는 생략된다.

식 (5)를 식 (6)에 입하여 에 해 정리하

면 식 (7)과 같다.




  (7)

그리고   ,   로 두

고 식 (4), (7)을 라 라스 변환하여 추진시스템을 블

록선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 증폭기 

압입력 와 로펠러 회 속도 의 계를 

달함수 로 나타내면 식 (8)과 같다. 









- ++

-


 






그림 4. 기추진시스템의 블럭선도
Fig. 4 Block diagram of an electric propulsion system

   


(8)

Ⅲ. 동기제어시스템 설계

3.1 속도제어시스템

동일한 특성을 갖는 기모터와 로펠러로 구성

되는 듀얼 추진시스템에서 로펠러가 과도한 오버

슈트 없이 빠르게 목표속도에 도달하도록 속도제어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반 인 PI제어기로 

제어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속도지령의 기울기가 크

면 은 과도상태에서 오버슈트와 제어입력 포화

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을 고려하여 추진시

스템의 속도제어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이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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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추진시스템의 속도제어시스템
Fig. 5 The speed control system of an electric 

propulsion system

그림 5에서 는 토크부하 의 억제와 속

도지령 의 추종을 한 속도제어기이다. 그리고 

는 의 향을 억제하기 한 비필터이다.

  

  (9)

여기서 는 비례이득, 는 분시간이다. 이때 

피드백 제어시스템의 달함수는 식 (10)과 같다.

 





 (10)

식 (10)과 같이 제어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의 

분기에 의해 생성되는 은 과도상태에서 오버슈

트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의 

향을 감소시키기 한 비필터 를 추가하면 

식 (10)의 제어시스템의 달함수는 식 (11)과 같다.

 






 (11)

여기서  

  
,

 


이다. 

식 (11)에서 의 향을 제거하기 해 

  로 선정한다. 그리고 제어기 계수

는 극배치기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퍼센트 오버슈트 와 정착시간 를 설계지침으

로 하여 식 (12)와 같은 표극 을 구한다.

   ± 
  (12)

여기서 는 감쇠비, 은 고유진동수를 나타내며 

식 (13)과 같다.

 



lnOp
lnOp

  


 (13)

식 (12)으로부터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특성방정식

은 식 (14)와 같다.

        (14)

그리고 식 (10)에서 제어기 계수가 포함된 특성방

정식은 식 (15)와 같다.

       (15)

식 (14)과 (15)의 계수를 비교하면 식 (9)의 계수는 

식 (16)과 같이 된다.

 

    

  

    

 (16)

한편 토크부하 가 로펠러 속도 에 미

치는 향을 나타내는 달함수는 식 (17)과 같다. 



















 (17)

식 (17)은 스텝상의 토크부하가 인가될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제어기 에 의해 오차가 0으로 

수렴됨을 의미한다.

3.2 동기제어시스템의 구조

그림 6은 로펠러 간의 속도동기를 해서 디커

링구조에 기 하여 설계된 동기제어시스템이다. 이 제

어시스템은 기 모델   , 실제 추진시스템의 속도

제어시스템   , 동기제어기   로 구성된

다. 그림에서 은 속도지령, 은  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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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속도, 는  과  의 속

도 차인 동기오차, 는 외란을 의미한다. 일반 인 

디커 링구조와 같이 와 의 속도 차를 

비교하여 동기제어를 실행할 경우, 이 외란의 

향을 받으면 도 속도를 변동시켜야 동기오차

가 감소된다[9]. 이런 문제 을 보완하기 해, 기 모

델  을 동기제어시스템에 부가하고, 외란의 향

을 받지 않는 기 모델  의 속도 과 실제 

랜트 의 속도 를 비교하여 동기오차 

를 계산한다. 그리고 각 추진시스템마다 분리된 동기

제어기   를 통해 동기오차를 억제하도록 동

기제어시스템이 구성된다. 이때 의 속도 은 

  가 포함된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된다

[10].









 


- +

+ +

 ++





 


- +

+ +

 ++

propulsion system 1

reference model



propulsion system 2

그림 6. 듀얼 기추진시스템의 동기제어시스템
Fig. 6 The synchronous control system for a dual 

electric propulsion system

3.3 동기제어기

그림 7은 동기제어기 를 설계하기 해, 그

림 6에서 기 모델 과 한 개의 속도제어시스템 

를 분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 +

+ +

 ++

real propulsion system 

reference model



그림 7. 각 기추진시스템의 동기제어시스템
Fig. 7 The synchronous control system for each 

electric propulsion system

와 의 변  차인 동기오차  는 

식 (18)과 같다. 이때 첨자   로 각 추진시스템에 

련된 신호와 기호를 구분하기 한 숫자이며, 이하

에서도 같다.

      (18)

그림 7에서  의 유무에 따른 동기오차  

의 변화를 검토한다. 먼  동기제어기 에 의한 

피드백제어가 없으면,  는 식 (19)와 같다.

      (19)

그리고  를 포함한 피드백제어가 있으면, 

 는 식 (20)과 같다.

   

 
  

  
  (20)

여기서   이다.  에 해 

식 (19), (20)을 비교하면, 식 (19)는   , 

  이면    이 된다. 반면 식 (20)에서는 

≠ ,  ≠인 경우에도 를 

히 설계하면    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동기오차를 신속하고 안정 으로 감소

시키는 동기제어기를 설계한다. 식 (19), (20)에서 

과 의 동특성 차는 동기오차 를 발생

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 동특성 차에 의해 발생

되는 동기오차 를 감소시키기 해 각 추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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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속도제어기에 한 설계지침인  를 동일

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게 결정된 와

는 식 (21)의 조건에 근 하게 된다.

   (21)

식 (21)의 조건은 외란 가 없으면   

일 경우에도 동기오차가 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외란  가 인가될 경우에는 동기오차를 감소

시키기 해 동기제어기 가 존재해야 한다. 설

계된 각 추진시스템이 식 (21)의 조건을 만족하면  식 

(20)은 식 (22)로 된다.

   


   (22)

식 (22)에서 동기제어기를  로 두고, 

최종치   lim
→∞
 와 비례제어기 의 계는 

식 (23)과 같다. 단,  이다.

  lim
→
 


 


(23)

식 (23)에서 동기오차는 동기제어기  

에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비례제어기 

는 동기제어시스템의 감쇠성과 속응성을 고려하여 근

궤 법(Root locus method)으로 설계한다.

Ⅳ. 시뮬 이션  고찰

설계된 제어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이용

되는 동일한 동특성을 갖는 추진시스템 1, 2의 계수 

값은 표 1과 같다. 이때   ,    로 

설정하면 속도제어기의 계수값은   ×
, 

  ×
이 된다. 한   이

다. 이 값들을 식 (11)에 입하면 기 모델  내부

루 에 해당하는 속도제어시스템의 달함수는  

 



 이 된다.

item    value    unit
 × NmA
 

 × Vrads
  Ω

 × kgmrad
 × Nmrads
 × kgmrad
 × Nmrads
 

표1. 기추진시스템의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the electric propulsion 

system

그리고  는 동기제어시스템의 감쇠와 

속응성을 고려하여 그림 8과 같은 근궤 법으로 설계

한다. 이때     인 경우 극 은 각각 

   ±  ±  ± 이다.

그림 8.    의 근궤

Fig. 8 Root locus of     

그림 9는 의 스텝지령과 추진시스템 1에  

 Nm 의 토크부하 하에서     에 

의한 동기오차    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가 증가되면 최  동기오차는 감소하지

만 상 안정성은 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동기제어기의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을 동기제어기 으로 선정한다.

앞에서 결정된 기 모델  , 비필터 

와 속도제어기  , 동기제어기    로 

그림 6과 같은 동기제어시스템을 구성하고, 시뮬 이

션을 통해 설계된 제어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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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 인 경우의 동기오차

Fig. 9 Synchronous errors in case of   , 
, 

(a) 스텝응답
(a) step responses

(b) 동기오차
(b) synchronous errors

그림 10. 동기제어기의 유·무에 따른 스텝응답과 
동기오차 

Fig. 10 Step responses and synchronous errors with 
synchronous and without synchronous controller

그림 10은 추진시스템 1에  Nm 의 부하가 인가

된 상태에서 동기제어기의 유·무에 따른 응답을 나타

내고 있다. (a)는 추진시스템 1의 속도    , 

   , (b)는 동기오차    , 

  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추진시스템 

1에 인가된 외란은 PI제어기에 의해 제거되므로 동기

제어기가 없는   인 경우에도 동기오차   

이 된다. 반면 동기제어가   인 경우와 비교하

여   일 경우에는 동기오차 가 보다 신속

하게 감소되며, 동기오차의 최 치도 작아진다.

그림 11은 정상상태인  시 에서 추진시스템 

1에  Nm 의 토크부하가 인가된 경우, 동기제어기 

  에 의한 응답이다. (a)는 정상상태에서 부

하가 인가되어도 추진시스템 1의 속도제어기  에 

의해 외란이 극복됨을 나타내고 있다. 한 (b)는 동

기제어기  이 추진시스템 2와 계없이 추진시스

템 1만의 속도 을 조 하여 동기오차 가 0으로 

수렴됨을 나타내고 있다.

(a) 스텝응답
(a) speed responses

(b) 동기오차
(b) synchronous errors

그림 11. 외란 하에서 속도응답과 동기오차 
Fig. 11 Speed responses and synchronous errors 

under disturbance

Ⅴ. 결  론

소형의 무인선, 어군탐지선 등에 듀얼 기추진시

스템을 용하기 해서는 외란 등에 의해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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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로펠러 간의 속도 차를 신속하게 억제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펠러 간의 속도 차인 동

기오차를 제거하기 해 기 모델, 동기제어기 등으로 

구성되는 디커 링구조의 동기제어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리고 시뮬 이션으로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먼  기 모델은 외란이 인가되지 않은 추진시

스템의 속도에 향을 미치지 않고 동기오차를 억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기제어시스템

의 특성방정식을 이용하여 근궤 법으로 설계된 동

기제어기는 동기오차의 최 치를 감소시키면서 신속

하게 동기오차를 제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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