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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vel limit cycle analysis of the attitude control system using jet thrusters was

presented based on a phase plane method by paper. It was shown in the software

simulation results that the analysed results of the limit cycle was more accurate than

those of the Haloulakos' method. But it was not verified in the real system.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in the reaction control system for KSLV-I via an real time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It can be shown in this test that analyzed result of

the limit cycle is very accurate.

초 록

상평면상에서 추력기를 사용하는 자세제어 시스템의 리밋 사이클을 해석하는 새로운 기

법이 논문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소프트 시뮬레이션상에서 Haloulakos 방식

보다 제안 방식이 정확함을 보였지만, 실제 시스템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저자

의 제안 방식을 KSLV-I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모의시험으로 검증하고,

리밋 사이클 해석에 대하여 실시간 모의시험 결과와 이론적으로 구한 값을 비교/분석하였다.

키워드 :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reaction control system), 리밋 사이클(limit cycle), 실시간 모의

시험(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상평면(phase plane)

접수일(2012년 4월 18일), 수정일(1차 : 2012년 6월 18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7월 1일)

* 나로호체계종합팀/swjeon@kari.re.kr

1. 서 론

일반적인 리밋 사이클의 특성 결정 요소가 다

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리밋 사이클의 특성 파악

을 위해서는 많은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여 원하는 특성의 리밋 사이클 분석을 수행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많

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리밋 사이클을 상평

면에서 해석하여 리밋 사이클의 특성을 수식적으

로 해석하면 시뮬레이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제어 주파수, Duty비 등을 추가의 시

뮬레이션 없이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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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파라미터의 함수로 구할 수 있다[1]-[5].

제어기 출력이 추력기 작동 상태인 경우

Haloulakos가 제안한 방법으로 수식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1]-[2]. 그러나 PWM과 같이 제어기 출

력이 추력기 작동 시간인 경우 기존 방법으로 정

확한 해석이 불가능하였다.

추력기는 제어기 내부에 히스테리시스와 사구

간과 같은 강한 비선형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정

상 상태에서 리밋 사이클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

적으로 리밋 사이클의 특성들은 제어기 설계 요

소, 추력기의 추력, 제어 대상의 관성치, 외란의

크기, 추력기 On-off 시간 지연 등에 의하여 결

정된다. 이러한 리밋 사이클을 분석하는 방법으

로 표기함수 기법(Describing Function Method)

을 사용하는 경우[6]와 상평면 기법(Phase Plane

Method)을 사용하는 경우[1]-[3]를 들 수 있다.

표기 함수 기법의 경우 입력과 응답을 정현파 신

호로 가정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현

파와 유사한 응답을 가지는 리밋 사이클의 경우

그 특성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

로 표기 함수 기법으로는 리밋 사이클의 존재를

예측하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상평면 기법은

제어 대상의 속도와 변위를 상평면 위에 나타내

어 리밋 사이클의 특성을 구해 내는 방법인데,

표기함수 기법에서와 같은 가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리밋 사이클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PWM의

최소 임펄스 비트 및 궤적 관계식을 이용하여 리

밋 사이클을 외란의 크기, 제어 모멘트, 제어 게

인들, 추력기의 시간 지연 특성으로 수식적으로

해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제어기 출력이 작동 시간인 제어기에 대한 리밋

사이클 분석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5].

기존의 [5]에서는 Haloulakos 방식과 저자가

제안한 리밋 사이클 해석 방법을 소프트웨어 시

뮬레이션으로 비교 검토한 것이고, [7]은 진공추

력을 이용한 실시간 모의시험에 대한 것을 위주

로 기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밋 사이클

해석 방법에 따른 리밋 사이클 예측치와 실시간

모의시험 결과를 비교 검토한 것을 기술한다. 그

리고 진공도에 따른 진공 추력 변화에 대하여 추

가로 기술한다.

2. 진공추력 측정

냉가스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은 고압 용기

에 충전된 고압가스가 압력조절기를 거쳐 일정한

압력으로 감압된 후 추력기에 공급되며, 추력기

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고 닫음에 따라 일정한

압력의 가스가 분사되어 추력이 발생하는 시스템

으로 추력기 외기 압력에 따라 발생되는 힘의 크

기가 변하게 된다. 특히 추력기가 작동하는 진공

상태에서는 추력기의 추력 크기가 지상에서 발생

되는 추력보다 커지게 되어 발사체 제어의 안정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추력기의 진공 추력 및

응답 특성은 제어 시스템 설계에 중요한 요소로

써 정확한 제어기 설계 및 실시간 모의시험을 위

해서 반드시 측정하여할 항목이다.

2.1 진공 추력 측정 장비

진공 추력 측정 장비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진공 챔버는 2개의 로터리 펌프에 의해서 펌핑이

된다. 각각의 최대 펌핑 용량은 7,200 L/min 이

다. 이 2개의 로터리 펌프에 의해서 추력기 노즐

1개 작동 시 챔버 내부의 진공도는 100 Torr 이

하가 유지 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실제 모든 시

험 시 진공도 측정 결과 50 Torr 이하가 유지 되

었다. 추력기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에는 중진공

인 0.01 Torr의 진공도가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초기 추력기 작동 시 추력기 주위의 압력은 0.01

Torr에 해당이 된다. 고압 질소 탱크에 저장된

질소는 상용 압력조절기, 볼 밸브, 압력조절기,

유량 센서를 거쳐서 추력기에 공급이 된다. 추력

기는 추력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과 매카니즘을

가진 추력기 스탠드에 장착이 된다.

그림 2는 진공 추력을 측정하기 위한 추력기

스탠드를 보여준다. 추력기 스탠드는 4군데 코너

에 짧고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가 적용된

Inverted Pendulum 형식이다. 이 판재는 추력기

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추력 발생 시에 스프링으

로 작용한다. 추력기와 배관을 포함한 추력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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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드의 고유 주파수는 대략 100 Hz 정도이다.

그림 1. 진공추력 측정장비 구성도

그림 2. 추력기 스탠드 구성

추력기는 추력기 어댑터를 통해서 추력기 스

탠드에 장착이 된다. 그림 3은 추력기의 외형으

로 노즐 #2와 노즐 #3에 대한 추력 측정만 수행

하였다. 노즐 #1은 노즐 #3과 대칭이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추력기가 작동할 때 추력기 스탠드는 베이스

플레이트에 고정된 측정용 로드셀을 밀게 된다.

측정용 로드셀은 추력을 측정하기 전에 측정 노

즐 바로 앞에 위치한 교정용 로드셀을 이용하여

교정한다. 교정 어뎁터를 사용해서 노즐은 교정

로드셀을 누르게 되고, 이때 장착된 추력기 스탠

드는 측정용 로드셀을 누르게 된다. 교정 로드셀

의 출력은 추력으로서 생성되는 노즐의 힘과 같

다. 그림 4와 같이 측정 로드셀의 값은 입력된

추력에 대응한 값이 출력 된다. 이 2개의 로드셀

값의 관계는 측정 로드셀 값과 실제 추력값의 관

계를 나타낸다. 교정후 교정 로드셀과 스탠드는

제거된다. 그림 5와 같이 교정후 측정 로드셀과

교정 로드셀이 한 외력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측

정함을 볼 수 있다[8].

그림 3. 추력기 외형

그림 4. 측정 및 교정 로드셀 출력(교정전)

그림 5. 측정 및 교정 로드셀 출력(교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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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 모드 및 불확도

추력 측정 시험은 연속 추력에 대해서 수행한

다. 연속 추력 시험의 목적은 진공에서의 기본적

인 추력기 성능을 보여주는 추력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추력기 챔버 압력

과 진공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추력 측정 시험에서 추력, 압력, 온도와 같은

데이터는 측정 시스템과 센서의 오차가 항상 존

재한다. 로드셀과 인디게이터가 가지고 있는 오

차는 ± 0.76%이다. 그리고 추력기 스탠드의 가공

오차로 발생하는 추력기 노즐 축 비정렬 오차는

최악의 경우 200 mm 길이에 대해 1.2 mm의 오

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계산하면 0.34

도의 추력 축 비정렬이 존재한다. 이 정도의 코

사인 에러는 약 0.002%의 추력 측정의 오차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추력 측정 시스템과 관련

해서는 ±0.8%의 오차가 존재한다.

압력 센서는 선형성, 히스테리시스, 반복성 및

제로 시프트에 따라 측정 오차를 가지고 있다.

본 시험에 사용된 Kulite사의 ETM-375 센서는

사용 매뉴얼에 의하면 최대 측정 범위에서

±1.5%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실험에서 최대 압

력이 1,000 psia이기 때문에 압력센서는 ±15 psia

의 측정 오차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Om ega의 SRTD-2 온도 센서는 매뉴얼에

의하면 ±0.5%의 측정 오차를 가지고, 1년에 0.

2℃의 드리프트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실험이

2주 이내이기 때문에 0.008℃보다 적은 드리프

트 오차가 발생하여 온도 측정과 관련해서는 최

대 ±0.6% 이내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처리

하는 동안 발생하는 오차는 무시할 수 없다. 가

장 중요한 오차는 제로 옵셋 오차이며, 추력기

가 닫히는 기간 동안의 추력값을 제로 옵셋 오

차로 보면 된다. 제로 옵셋 오차는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추력 측정에서는 ±2%의 오차를 가

지고 있고, 압력 측정에는 ±3 psia의 오차가 있

었다. 시간 측정 오차는 NI사의 데이터 획득 보

드의 샘플링 시간과 관계가 있으며, 시간 측정

오차는 샘플링 시간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추력 측정, 압력 측정, 온도 측정,

시간의 오차는 각각 ±2.8%, ±15 psia, ±0.6%, 샘

플링 시간의 측정 오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측정 결과는 근사값이나 추정값으

로 측정에 사용한 표준물과 측정과정에 의해 항

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값과 불확도

관계로 표현되어진다[9].

± (1)

여기서 R은 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r은 추정값

을 나타내고, 은 확장 불확도를 나타낸다. 일

반적으로 관측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A형 평

가 방법을 이용하여 추력 측정의 불확도를 계산

하였다. 추력 측정에 사용된 측정 로드셀의 표준

편차가 0.176244N이고, 평균의 표준편차는

0.055733N이었다. 그리고 추력 스탠드의 가공오

차로 기인한 추력의 표준편차는 0.004638N이고,

평균의 표준편차는 0.001467N이었다. 측정량의

합리적인 추정값이 이루는 분포의 대부분을 포함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인 95%의 신뢰수준에서

추력 측정관련 확장 불확도가 0.111504N이라는

의미이다.

2.3 추력 측정 결과

연속 모드에 대한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6은 진공도 0.08 Torr이하에서 추력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6에서 추력기는 23 N에서 27 N

사이의 추력을 생성하고 있다. 챔버 압력이 증가

되면서 추력이 증가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노즐 #2와 노즐 #3 사이의 차이는 오차 범

위 이내로 매우 적다.

추력 계수()는 추력을 챔버 압력과 노즐 목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챔버 압력이 오로지 노즐

목 면적에 대해서 작용 했을 경우에 노즐에서 가

스 확장으로 인한 추력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림

7에서 추력 계수는 노즐 #2와 노즐 #3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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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진공도에 따른 추력 계수변화(노즐 #2)

그림 6. 진공 추력 측정 결과(0.08 Torr 이하)

그림 7. 진공 추력 계수

추력기 노즐 설계시 일반적으로 이상 기체 방

정식을 이용하여 노즐을 설계한다. 그러나 이상

노즐과 비교하면 실제 노즐은 에너지 손실과 출

력 가스에 대한 운동 에너지로 변환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노즐은 이상 노즐보

다 성능이 떨어진다. 그림 8은 이상적인 노즐 추

력과 측정 추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노즐에 대한 추력보다 실제 측정 추력이 낮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노즐에 대해서 추력

계수와 비추력은 각각 1.6과 70초로 계산되어진다.

위성발사체용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의 추

력기는 비행 고도가 변경됨으로 주변 압력이 변

경하는 환경에서 작동한다. 그러므로 변하는 주

변 압력에서 추력기의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

추력 계수를 각 노즐과 변하는 진공 압력에 대해

서 구하였다. 그림 9와 그림 10에서 주변 압력이

0 Torr에서 40 Torr까지 증가할 때 추력 계수는

대략 3%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그림 8. 추력과 비추력 관계(측정 및 이상 노즐)

진공 추력 측정 결과를 요약하면 이상 추력

보다는 실제 추력이 5% 낮으나 공급 압력이 높

으면 원하는 추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림 6의 결

과를 이용하여 실시간 모의시험에서 챔버 압력을

측정하여 이를 추력으로 환산하여 컴퓨터로 추력

기 작용에 따른 자세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

였다[7].

3. 리밋 사이클 해석[5]

PWM은 슈미트 트리거 제어기와 달리 제어기

출력이 추력기의 On, Off 상태가 아니라 작동

시간으로 표현되는 펄스이다. 그래서 시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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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이 필요하다. 리밋 사이클이 발생할 때

는 정상 상태이고, 이때 추력기는 최소 작동 시

간 동안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각속도

를 구하고, 위치에 따른 각속도와 각도의 관계식

및 스위칭 라인으로부터 각도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10. 진공도에 따른 추력 계수변화(노즐 #3)

3.1 외란이 없는 경우

외란이 없는 경우 리밋 사이클의 궤적은 그림

11과 같으며, 리밋 사이클의 특성은 포인트 1의

각도, 각속도, 최소 펄스폭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주기 , 주파수  , Duty 비 는 아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in   max
 (2)

 


(3)



min  (4)

그림 11. 리밋 사이클 궤적(외란 없는 경우)

3.2 일정한 외란이 있는 경우

일정한 외란()이 있는 경우 리밋 사이클의

궤적은 그림 12와 같다. 리밋 사이클의 특성은

포인트 1의 각도, 각속도, 최소 펄스폭으로 표현

이 가능하고 주기 , 주파수 , Duty 비

는 아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12. 리밋 사이클 궤적(외란 있는 경우)

   


m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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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간 모의시험 장치 구성

위성발사체용 냉가스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

시제품에 진공 추력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제안

한 리밋 사이클 해석 방법을 실제 추력기 자세제

어 시스템 적용시 기존 리밋 사이클 해석방법과

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4.1 하드웨어 구성

그림 13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시간 모의시험

(HILS,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의 개념

도이다. 관성항법장치와 동역학은 소프트웨어로 처

리하고 TCU,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 부분은 실제

운용이 가능한 하드웨어로 구성하였다[7]. 앞 장에

서 측정한 진공 추력 측정 결과에서 진공 추력은

챔버 압력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

하여 추력기의 챔버 압력센서의 출력 값을 추력으

로 변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14와 같이 실

시간 컴퓨터시스템인 xPC 내부에 있는 관성항법장

치 모듈에서 자세 제어 명령이 생성되면, 추력기 작

동 명령은 DIO 포트로 출력되고, 자체 제작한 I/O

박스의 릴레이를 구동하게 된다. 릴레이는 TCU와

연계되어 있는 추력기 작동 명령 신호를 개/폐하게

된다. 이 작동 명령에 따라 TCU 내부의 밸브 구동

보드에서는 추력기에 추력기 구동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공급된 전원은 추력기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하게 된다. 추력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게

되면 추력에 비례하는 챔버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추력기에 장착된 Kulite ETM-375 압력센서들은 챔

버 압력들을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하게 된다. 출력

된 챔버 신호는 xPC의 AD 포트로 전달된다. xPC

는 입력신호를 추력기의 챔버 압력과 진공 추력 관

계식을 이용하여 작동한 추력으로 계산한다. 진공

추력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발사체의 자세 운동식

에 따라 자세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7]. 롤 자세

변화를 다시 관성항법장치 모듈에서 인지하고 새로

운 명령을 생성하는 폐루프를 형성하게 된다[7].

그림 13. 실시간 모의시험 구성도

그림 14. 인터페이스 구성도

그림 15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실험장치를 보

여준다.

4.2 소프트웨어 구성

실시간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제어기는 그림

13의 구성도에서 xPC 블록으로 구현하였으며,

블록선도를 GUI(Graphic User Interface) 매개체

로 사용하는 직관적인 공학용 언어인 MATLABⓇ

SIMULINK
Ⓡ
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제어 프

로그램은 주운용 컴퓨터에 탑재된 Real-Time

Workshop
Ⓡ

C-code 발생기에 의하여 C 언어로

변화되어 Real-Time Window Target
TM

모듈이

탑재되어 있는 HILS 컴퓨터로 전송되어 실시간

하드웨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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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실시간 모의시험 장치

Real-Time Window Target
TM

HILS 컴퓨터에는

이산화 제어 명령 신호를 출력하기위한 DIO 변

환 장치 및 압력센서의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이

산화 변환하여 제어 연산을 수행시키기 위한

A/D 변환 장치들이 탑재되어 있다.

그림 16은 이와 같이 작성한 1 축 모션 실험

을 위한 HILS 프로그램 구성 형상이다. 프로그

램은 명령 생성부 및 DIO 변환부, A/D 변환부,

제어력 변환부, 자세 되먹임 제어 회로부와 데이

터 획득 및 저장부 등과 같은 5가지 부분으로 단

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림 16. SIMULINK 프로그램

명령 생성부는 현재 자세 및 자세각속도의 변

화에 따라 0.3sec의 샘플링 주기 마다 추력기 작

동 명령을 생성하는 부분으로 추력기 작동 시간

이 생성된다. 생성된 추력기 작동시간에 비례하

여 (+), (-) 추력기 작동 명령을 DIO 변환부에 보

낸다. TCU는 하드웨어적으로 제어 가능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 생성부에서 제어가능 신호

도 만들어 준다. DIO 변환부는 제어 가능 신호,

(+) 및 (-) 추력기 작동 명령 등과 같이 3가지 신

호를 이산시간으로 출력된다. A/D 변환부는 추

력기의 챔버 압력 신호 8개를 1m sec마다 받아

들이는 부분이다. A/D 변환된 추력기 챔버 압력

을 추력으로 변환시키는 부분이 제어력 변환부이

다. 여기에는 외란이 추가되는 부분과 압력센서

의 초기 Off-set값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자세

되먹임 제어 회로부는 발생된 추력에 의한 자세

변환을 계산하는 부분이다. 데이터 획득 및 저장

부는 매 적분시간 간격(1msec)마다 데이터를 저

장하는 부분이다.

5. 실시간 모의시험 결과

5.1 외란이 없는 경우

킥모터 연소중 외란이 없는 경우의 PWM

제어기를 사용한 경우 실시간 모의시험 결과는

다음 그림 17 ～ 그림 21과 같았다. 그림 17은

실시간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된 명령이고, 그

림 18은 실시간 컴퓨터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추

력기를 작동함에 따라 발생한 추력을 보여 주고

있다. 압력조절기의 압력이 높고, 이에 따라 추력

기의 챔버 압력이 높아 설정 추력 레벨인 22N보

다 높은 약 25N의 추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HILS의 결과와 수치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

교하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19와 그림 20은 자세각과 자세 각속도 변화로

[5]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다. 추력 레벨이

크기 때문에 명령 생성 횟수가 늘어나고 주기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시간 모의시험을 통한 리밋 사이클 해석 결과 분석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153

-0.02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0.16 0.18
-0.12

-0.1

-0.08

-0.06

-0.04

-0.02

0

0.02

q(rad)

w
(ra

d/
se

c)

Phase Plane

그림 21. 상평면 궤적(외란 없는 경우)

0 10 20 30 40 50 60 70 8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Time(sec)

C
on

tro
l c

om
m

an
d

Control command

그림 17. 제어 명령(외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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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제어 추력(외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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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롤 각(외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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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롤 각속도(외란 없는 경우)

그림 21은 상평면 상의 궤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유사

한 경향을 보인다. 그 차이점을 검토하면 시뮬레

이션에서의 추력 레벨과 HILS에서의 추력 레벨

의 차이가 있다. 또한 추력기 작동 지연 시간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추력기가 작동하지 않는 구

간에서 미세한 데이터 노이즈로 인한 추력 증가

분 계산으로 인한 외란이 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측한 리밋 사이클의

위치는   ,   , min ,

 ,  

 ,   ,

  으로 두고 계산하면 포인트 1의 위

치가 (0.009592651, 0.00483)점으로 계산되며, 이

포인트는 그림 21에서 리밋 사이클의 중간에서

발생한 포인트 1의 위치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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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란이 있는 경우

킥모터 연소중 제어력의 50%의 외란이 있는

경우의 PWM 제어기를 사용한 경우 실시간 모

의시험 결과는 다음 그림 22 ～ 그림 30과 같다.

그림 22는 실시간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된 명

령이고, 그림 23은 이 명령에 따라 추력기를 작

동함에 따라 발생한 추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와 그림 25는 그림 22와 그림 23의 초기 10초

간 확대한 것이다.

고압으로 저장된 탱크 압력이 과도한 가스 사

용으로 인하여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압력조절기

의 출력 압력이 낮아지는 특성 때문에 추력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6은 자세각 변화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실제 추력기의 제어 추력이 높은 초기

에는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작은 각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고, 제어 추력이 낮아지는 후반부에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약 2.3도의 각도 오차

를 보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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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어 명령(외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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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어 추력(외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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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제어 명령(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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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제어 추력(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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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롤 각(외란 있는 경우)

그림 27은 자세각 속도 변화로 소프트웨어 시

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다[5]. 추력 레벨의 변화

때문에 폭이 약간 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8은 상평면 상의 궤적으로 소프트웨어 시

뮬레이션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

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5]. 또한 리밋 사이클

의 일정한 형태를 유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형

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초기 제어 추력 레

벨이 높아서 외란에 대하여 과도하게 제어되어

각도의 오차가 적어졌다가 추력이 원래 추력으로

낮아짐에 따라 예상 리밋 사이클 궤적으로 변하

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29는 제어 초기의 명령

과 발생한 추력으로, 명령보다 큰 추력이 발생하

였음 보여주고, 그림 30은 제어 말기의 명령과

발생한 추력으로, 명령보다 작은 추력이 발생하

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추력의 차이, 추력기 지연

시간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주기와 Duty 비는 각각 3.333Hz와

49.5∼58.33%로 나왔다. 주기는 예측치와 동일하

지만 Duty 비는 추력레벨에 따라 변하였다. 실험

에서 추력기가 일정한 22N의 추력을 발생시키고

추력기 지연시간이 동일하다면 예측치와 동일한

Duty 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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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롤 각속도(외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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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상평면 궤적(외란 있는 경우)

그림 29. 제어 명령과 추력(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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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제어 명령과 추력(최종)

실험 결과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결과[5]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추력이 변하여

발생하는 리밋 사이클이 변동되는 형상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리밋 사이클 분석치와 실시간 모

의시험의 결과를 비교한 표 1에서 추력 레벨의

변화와 추력기 작동시간 지연의 차이가 있음에도

제안 방법의 리밋 사이클 해석치가 Haloulakos

방식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 리밋 사이클 해석 방법이 PWM

제어기가 적용된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의 리밋

사이클 분석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란 계측 항목
기존

방법
제안 방법 HILS 결과

無

max
(rad/sec)

0.00449 0.00439 0.0035∼0.0068

(rad) 0.01 0.01 0.006∼0.013

주기 - 0.10646Hz 0.1449Hz

Duty 비 - 1.0646% 1.94%

有

max
(rad/sec)

0.0045 0.0065 0.0062～0.0071

(rad) 0.0044 0.0423 0.036～0.043

주기 - 3.333Hz 3.333Hz

Duty 비 - 50% 49.5∼58.3%

표 1. 리밋 사이클 해석 결과와 HILS 결과 비교

6. 결 론

이상과 같이 제안된 리밋 사이클 해석 방법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성발사체 추력기 자세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모의시험을 수행하

였다. 위성발사체용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 실험에서 제안 방법의 리밋 사

이클 해석 방법이 기존방법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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