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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전투기 엔진  

항공기용 엔진 제어장치는 오랫동안 유압 기계식이 사용되었다. 초창기 항공기용 전기회로는 부품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엔진제어장치가 혹시 고장이라도 나면 기체 추락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작동을 기대할 수 있는 유압식이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압 및 기계식으로는 간단한 제어밖에 할 수 없어 항공기 엔진의 동력 효율을 끌어올리려면 항공 기관사 같은 전문 

승무원이 탑승하거나 조종사가 엔진까지 제어해야 했고, 이런 조작은 실제 운항과 전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1939년에 독일에서 미국제 공랭식 엔진을 참고하여 개발된 BMW 801은 조종사가 스로틀 레버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프로펠러 피치각과 

과급기의 1·2단을 바꿔주고 엔진 플러그의 점화시기·혼합기 농도 등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식 자동장치 코만도 

게라트(Kommandogerät)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었다. 이것은 역으로 미국과 영국에 영향을 주어 프랫&휘트니사(社)는 같은 원리의 ‘자동 

전원 제어장치(Automatic Power Control)’와 ‘자동 엔진 제어장치(Automatic Engine Control)’를 개발했다.

 세월이 흐른 후, 전자 부품의 신뢰성이 향상되면서 아날로그 전기 제어장치의 채용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에 

탑재된 롤스로이스 올림푸스 593 엔진에 아날로그 전기 제어장치가 처음으로 부착되었다. 기존의 유압 및 기계식으로 하되 전기 회로를 

부가한 것으로, 아직은 신뢰할 수 없었던 전자 부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압 기계식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섬세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었다.

FADEC의 탄생과 활용

이렇게 하여 탄생된 페덱(FADEC) 시스템은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여 항공엔진의 전반적인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장치로 ‘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의 약자다. FADEC는 제어용 디지털 

컴퓨터를 중심으로, 액츄에이터·센서·전원 회로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FADEC는 기존의 유압 및 기계식에 비해 높은 제어 

정밀도를 갖기 때문에 연비를 포함한 엔진 성능의 최적화로 이어질 

▲ 일반적인 FADEC 컴포넌트 

▲ 콩코드에 장착된 올림푸스 593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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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엔진의 첨단 조종장치 

: FADEC



뿐만 아니라 고장 진단 기능을 갖추거나 제어 기능의 추가와 변경이 쉽기 때문에 엔진 시스템 전체의 개발과 개량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1970년대 말에는 아날로그 제어장치는 디지털로 대체되었다. NASA와 프랫&휘트니는 FADEC 실험을 F-111 전폭기에 추가로 탑재한 

TF30 터보팬 엔진에서 실시해, 그 결과를 F100과 PW2000 엔진에 반영했다. 

이중으로 중복된 FADEC의 작동 방식  

FADEC 시스템은 전기 계통에 의한 센서의 입력, 그리고 기체 제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엔진 작동 상황에 따라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 내부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전자회로를 통해 유압 계통을 전기적으로 제어신호를 출력시켜 엔진 작동을 제어한다. 

이중으로 중복된 FADEC은 일반적으로 1개 계통이 엔진 제어를 담당하고 만일 이것이 오작동하면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대기 상태에 

놓여 있던 또 다른 계통이 엔진 제어를 담당하도록 전환된다. FADEC의 ECU는 워치독 타이머와 같은 자기 진단 기능에 의해 상시 

진단되고 있으며, 종종 자기 이상을 스스로 감지하여 엔진 제어가 다른 쪽으로 전환된다. 

두 계통 모두가 이상이 발견되면 오작동이 더 적은 시스템 쪽에서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되기도 하지만, 모든 동작 불량과 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다. 다만 기체의 조종을 제어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3중 혹은 4중의 여유를 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FADEC의 2중 시스템은 그리 높은 중복도로 설치된 것은 아닌 셈이다. 21세기인 오늘날, 항공기의 새로운 기동성 향상 요구에 

발맞춰 FADEC은 기체 제어 시스템과 통합함으로써 비행 추진계 통합 제어(Integrated Flight and Propulsion Control : IFPC)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전투기의 경우 ‘추력 편향 노즐’이 응용된 구체적인 예시이며, 헬리콥터에서도 로터의 부하 변화 초기 단계에서 엔진을 

제어하여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새로이 도입되고 있다. 

▲ 전자공학의 진보로 꾸준히 소형화된 FADEC

▲ 군용기 중에서 처음으로 FADEC를 갖춘 F-14
▲ FADEC로 엔진을 점검 중인 인터페이스 화면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