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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parabolic antenna aims to the precise location of a moving ship or car that can be designed system

using the gyro sensor. The parabolic antenna has controlled by stepping motor that is a lot of noise and slow response

of speed. It has solved the problem which is noise and slow response using the BLDC motor. Also, in order to suppress

the noise two-axis control and a separate encoder to the six degrees of freedom mo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a

precise location. Generally, the gyro sensor is not required to system that doesn’t move the six degrees of freedom motion

system. But the system will be applied to the moving such as ships or cars. Finally, we presented the position control

algorithm at the sometimes controlled both gyro sensor and BLDC motor. This system was tracking that the location of

the antenna to the desired angle and errors almost didn’t happen when the system was moved 6 degrees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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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화 산업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위성을 이용한

방송, 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국내의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을 궤

도에 올리는 기술까지 발전해 왔다. 또한 위성을 이용

한 위성통신시스템은 우주기술과 통신기술의 진보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는 국제통

신뿐 아니라 국내 통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소련,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에서는 자국의 위성을 보유하여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수

많은 나라에서 위성을 보유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키

고 있거나, 지역위성이나 인텔샛(Intelsat) 위성을 자국

의 통신에 이용하고 있다[1-2].

특히 최근에는 집 안에서 시청할 수 있는 위성뿐만

아니라 자동차, 요트, 기차 등 이동하는 물체에 위성을

장착하여 위성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 점차 증가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에서 한곳을 지향하

는 안테나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동적인 상황의 예로는 향해 중인 선박은 파도, 파랑,

바람과 같은 기상변화에 의해6자유도 운동(surge,

sway, heave, roll, pitch, yaw)을 하게 된다[3]. 

위치 혹은 속도 제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속도

센서의 경우 특정 직선방향에 대한 속도의 증감을 나

타낸다. 하지만 움직이는 물체 혹은 6자유도 운동을 하

는 물체는 동적 가속도와 정적 가속도의 합이 출력되

기 때문에 동작이 미미하거나 정지한 상태가 아닌 경†E-mail : ohyang@cju.ac.kr



86 김명균·김진수·양 오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3

우 단방향의 가속도 센서로 측정하기가 곤란한 상황

이 발생한다.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이로센

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BLDC 모터를 제어함

으로써 정밀한 자세제어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4].

BLDC모터는 일반적으로 회전자 자계의 방향, 즉 회

전자의 절대위치를 판별하여 고정자의 전류 방향을 결

정한다. 이러한 방향은 회전자의 축 상에 부착되어있는

자극센서인 홀 센서의 출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

만 홀 센서는 BL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때 많이 사

용되며, 정밀한 위치를 제어하기에는 각도 오차가 많이

발생 되므로 엔코더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를 검출한다.

엔코더의 출력으로 회전자의 절대 위치를 알 수 있으

며 파악된 정보를 이용하여 고정자에 적절한 전류를

흘려 보냄으로써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5-6].

본 논문에서는 선박 및 차량 등의 이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파라볼릭 안테나의 정확한 위치제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3축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위치

를 검출하고, 2축 BLDC 모터와 엔코더를 이용하여 검

출된 위치를 보상하는 위치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

험을 통하여 안테나의 위치제어에 대한 안정성과 실용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BLDC 위치제어

2.1. BLDC의 특성 및 구동 원리

BLDC 모터는 자동차 산업, 우주산업, 의료기기, 공

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용품, 가정용기기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BLDC 모터는 전류를 위해 브

러시를 사용하지 않고 제어회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정

류된다[7]. 

BLDC 모터는 높은 속도대 토크 특성을 가지고 높

은 동적 응답, 고효율, 긴 수명, 저소음, 높은 속도 영

역의 많은 장점들이 있다. 하지만 다른 모터에 비해 가

격이 비싸고, 대형의 모터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고

장시 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BLDC모터는 브러시나 슬립 링과 같은 기계적

접촉부를 갖지 않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는 유지에서

도 직류모터와 같은 고속응답성, 제어성, 효율성을 기

대할 수 있는 모터이다. BLDC 모터 각 상의 고정자

권선은 권선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저항 손실분과 자기

장을 형성하는 인덕터 부분, 모터의 전기적 출력을 나

타내는 역기 전력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타낼 수 있다.

BLDC 모터의 상전압 방정식을 식 (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1)

식 (1)에서 Rs는 각 상의 고정자 권선의 값, Ls는 인

덕턴스 값을 나타낸다. 또한 ea, eb, ec는 고정자 권선의

역기전력 값을 표시하고, Va, Vb, Vc는 전동기의 상전

압, ia, ib, ic는 전동기의 상전류를 각각 나타낸다.

모터에 전압이 인가되면 고정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

게 되어 모터의 전기적 출력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이 전기적 출력은 모터의 회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출

력이 된다. 이러한 전기적 출력과 실직적으로 모터를

돌리는 기계적 출력의 토크는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식 (2) 에서 은 전동기의 각속도를 나타낸다. 구

동하고자 하는 BLDC 전동기의 3상에 대한 역기전력

과 120o의 위상차로 부착된 홀(hall)센서에서 3개의 신

호 및 각 상마다 상전류가 흐르게 된다. 역기전력은

120o 마다 Table 1과 같이 각 상이 도통되게 된다. 

Fig. 1은 3상 BLDC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기본 시스

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치 소자는 MOSFET,

BJT를 이용하여 구현하거나, 3상 BLDC 모터 구동 IC

를 이용하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위치 소자를 3상

BLDC 모터 구동 IC를 이용하였다.

Table 1에서는 BLDC모터를 시계방향(CW : Clock

Wise) 운전시 홀센서에 따른3상 BLDC 모터의 구동

Va Rsia Ls
d

dt
----ia ea+ +=

Vb Rsib Ls
d

dt
----ib eb+ +=

Vc Rsic Ls
d

dt
----ic ec+ +=

Te

ecia ebib ecic+ +

ωm

--------------------------------=

ωm

Table 1. BLDC Motor driving state table (CW)

Mode 2 3 1 5 4 6

Hall A 0 0 0 1 1 1

Hall B 1 1 0 0 0 1

Hall C 0 1 1 1 0 0

SW1(a+) 0 0 0 1 1 0

SW2(a−) 1 1 0 0 0 0

SW3(b+) 1 0 0 0 0 1

SW4(b−) 0 0 1 1 0 0

SW5(c+) 0 1 1 0 0 0

SW6(c−) 0 0 0 0 1 1



자이로센서를 이용한 파라볼릭 안테나의 위치제어시스템 설계 87

Journal of KSDT Vol. 12, No. 2, 2013

상태표를 나타내었다. 

2.2. BLDC모터의 위치제어기 설계

PI(Proportional-Integral controller) 제어기는 오차신

호를 이용하여 비례이득을 곱하여 얻어지는 비례제어

기와 오차를 적분하여 제어신호를 만들어내는 적분제

어로 구성된다. PI제어기를 사용하면 어떠한 일정한 기

준입력 및 외란 입력에 대하여 빠른 응답상태 및 정상

상태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아래 식 (3)은 표준 디지털 PI 제어기의 전달함수이다.

(3)

특히 비례제어기의 이득(Kp)은 정상상태에서 빠르게

도달하게 하는 반면 정상상태 오차를 만든다. 이러한

정상상태 오차를 적분제어이득(Ki)을 이용하여 정상상

태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분제어기 한가지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시

스템의 안정도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제

어기에 적분제어 요소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고, 제어시스템을 안정화 시키고 일정한 입력에 대하여

정상상태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례 적분제어

기를 사용하였다. 이때 대부분 PI제어기로 위치제어 시

에 생기는 적분기의 누적 편자가 생기며 이를 Windup

이라고 한다. 제어기가 포화되면 제어기의 과도상태가

길어지며 응답에 큰 오버슈트와 진동이 발생한다. 제어

기 출력의 제한치가 작을수록 적분기의 출력이 더욱

커지며 응답의 안정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9]. 이러

한 Windup을 방지하기 위하여 Anti-Windup PI제어기

를 사용하였으며, 제어기의 블록도는 Fig. 2와 같다.

BLDC의 위치제어를 위해 모터와 엔코더의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위치제어의 기본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다.

3. 정밀한 위치제어 알고리즘

3.1. 자이로센서의 특성 분석

안테나가 정지상태 혹은 어떤 외란이 없을 때 정확

하게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쉽게 제어가 가능하지

만, 6자유도 운동을 하는 차량이나 선박 등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종 외란에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외란을 검출하기 위하여 자이로센서가 필

요하다.

자이로센서는 자이로가 탑재된 물체가 회전운동을

하여 세차운동이 나타나면 그 자이로에는 회전 반발력

이 생기고, 그 힘을 측정하여 그 값에 비례하는 전기신

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여 자이로센서로 사용

한다. x축에 대한 자이로센서의 운동방정식은 식 (4)와

같다.

(4)

여기서 m은 구조체의 질량을 표현하고, cx는 감쇄

계수, kx는 스프링 상수, 그리고 Fx는 정전기적 구동력

으로 식 (5)와 같다.

(5)

vD는 인가한 구동 전압으로 ∆Vsin wt이고, 거리 x에

는 무관하다. Cx는 코움과 비임 사이의 정전용량으로

공진이 시작되며 코움과 비임 사이의 거리가 바뀌면서

정전용량 값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정전용량 Cx는 다

음 식 (6) 과 같다.

(6)

식 (6)에서 t는 코움의 두께, 는 코움이 중첩된 거

리변화이다. 따라서 식 (5)를 정리하면 식 (7)과 같다.

(7)

식 (7)에서 알 수 있듯이 구동력이 구동 전압의 제곱

에 비례한다는 사실로 구동 전압의 주파수가 공진 주

R z( ) Kp

Ki

1−z−1
-------------+=

Fx mx cxx kxx+ +=

Fx

∂E
∂X
-------

∂
∂X
-------

1

2
---CxvD

2

⎝ ⎠
⎛ ⎞= =

Cx C0 C∆+ ε0
A

d
---- ε0

A

d
---- ε0

t

d
--- x0 x∆+( )= = = =

x∆

Fx

∂E
∂X
-------

1

2
---vD

2 ∂Cx

∂X
---------

1

2
---ε0

t

d
---vD

2
= = =

Fig. 1. The driving system of three phase BLDC motor.

Fig. 2. Anti-Windup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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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의 1/2만 되어도 공진이 된다[11].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를 측정해 속도와 위치 정보를

얻어내는 반면, 자이로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해 각도 정

보를 산출한다. 자이로센서의 출력은 각속도(Angular

rate), 증각분(Incremental angle), 누적각(Accumulated

angle)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눈다. 

본 논문에서 자이로센서는 각속도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를 이용하여 각속도를 검출하고, 이를 적분하여 정

확한 각도 정보를 얻었다.

3.2. 자이로센서를 이용한 2축 모터 제어

기본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2축 모터의 위치제어는

정확한 위치 값만 가지고 있을 경우 어렵지 않게 제어

가 된다. 하지만 6자유도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한곳을

수렴하기 까지는 외란의 극복이 최우선으로 행해져야

한다. Yaw, Pitch, Roll축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외란

을 검출하고, 검출된 외란 값을 가지고 자세제어 알고

리즘에 적용한다. 

기존 모터의 위치제어는Yaw축으로 보정을 끝내고

Pitch축, Roll축으로 보정하는 일반적인 보정 방법을 사

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Yaw, Pitch, Roll축으로 회

전 하는 위치를 보정할 때, 동시에 3축의 방향을 추종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 하였다. Roll축으로 회전

하는 자유도 운동은 앙각(elevation angle)을 조정하여

위치를 보상하고, Pitch 축과 Yaw축으로 자유도 운동

의 보상은 방위각(azimuth angle)을 조정하여 위치를

보정한다. 

이를 위해 Fig. 3과 같이 안테나가 움직이기 전의 지

향점 A점에서 B점 만큼 Pitch축이 회전하였을 때 지향

점 차이를 Roll축을 회전시켜 원래의 신호 점으로 추

종해 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Fig. 4는 모터의 위치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흐름도

이다. 처음에 MPU를 초기화하고 추적 위치 입력은 소

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변수를 이용하여 원하고자 하는

각도 공간상의 임의의 각도를 입력한다. 추적이 시작

되기 전 3축으로 부착된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각속

도 데이터를 아날로그 값으로 AD 컨버터의 입력으로

받는다. 입력된 자이로센서를 기반으로 위치 추적에 들

어 간다. 기본적인 위치 추적은 Roll 상의 움직임을 기

본으로 알고리즘을 시작한다. 즉, Roll 상이 이동 했을

때는 앙각축 모터와 방위각축 모터를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Roll상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

다. Roll 상과 Yaw 상 움직임과 Pitch 상 움직임이 감

지 되었을 때 앙각축 모터와 방위각축 모터는 MPU의

PWM 제어를 통해 2축 제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PWM 제어와 동시에 엔코더 값을 분석해 모터의 이동

거리와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보정하는 단

계까지의 시간은 불과 5msec안에 이루어진다. 1차적으

Fig. 3. 6 Degrees of freedom of the antenna.

Fig. 4. Software algorithm for the position control of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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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자이로센서의 데이터를

AD컨버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뒤 위와 같은 방법을 실

행하여 어떠한 외란이 들어와도 즉각적으로 제어될 뿐

만 아니라 정밀한 위치를 추종할 수 있다.

4. 실험 및 고찰

4.1. 시스템 설계 및 사양

본 논문에 설계된 시스템의 기본 사양 및 시스템 블

록은 Fig. 5와 같다. 시스템의 안테나 설계 부분에 2축

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Yaw, Pitch, Roll 방향에

자이로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제어부는 Freescale사의

Cortex-M4 기반의 MK60FX512VLQ12 를 사용하고

MPU내부 AD 컨버터를 사용하였다.

자이로센서를 이용하기 위하여 16비트 AD컨버터를

통하여 MPU에서 각도를 계측하고, BLDC모터를 제어

하기 위하여 3상 BLDC 모터 구동용 IC(SPI-6631M)

를 이용하고 MPU 내부의 PWM 모듈을 같이 사용하

였다. Table 2에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BLDC모터의

사양을 나타내었다.

4.2. 위치 추적 실험 결과

설계된 시스템을 6자유도 운동에 맞게 실험해보았다.

Fig. 6은 자이로센서의 출력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6에서 첫 번째 라인은 Yaw 축, 두 번째 라인은

Pitch 축, 세 번째 라인은 Roll 축 자이로센서의 출력

전압이다. Fig. 6의 상태는 3축으로 안테나에 임의의

외란이 인가된 상태이다. 네번째 라인은 2축 모터의 이

동시간을 표시 하였다. High인 영역에서는 안테나의

방위각과 앙각이 ±0.05o 내에서 원하는 자세를 유지하

고 있다고 판단하여 모터를 정지하게 되고, Low인 영

역에서는 자이로센서로 부터 안테나에 외란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터를 구동하게 된다. Yaw, Pitch, Roll축 어

느 한곳에서 움직임이 감지 되었을 때 모터의 반응은

30 msec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외란이 끝난 후 30 msec 이후에 모터의 움

직임이 멈춤과 동시에 위치 추적을 완료한다. 외란이

시작된 후 외란의 종료시점과 상관없이 빠른 시간 내

에 안테나의 지향각이 ±0.05o 이내로 돌아오는 결과를

얻었다. 

Fig. 5. Block diagram of the antenna.

Table 2. Specification for the BLDC Motor

Parameter Value

Number of Poles 4

Rated Voltage(VDC) 36

Rated Speed(RPM) 4300

Rated Torque(N·m) 0.22

Rated Power(W) 99

Peak Torque(N·m) 0.7

Peak Current(A) 11.5

Line to line Resistance(ohms) 0.64

Line to line Inductance(mH) 2

Fig. 6. Disturbance of gyro sensor and motor operation.

Fig. 7. Step inpu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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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목표 앙각10o에 대해 위치를 추적한 실험결

과이다. 안테나의 앙각이 초기 0o에서 10o의 Step

Signal을 입력하였을 때의 모터의 응답에 대한 파형이

다. 실험시간은 2.5초 동안 관찰하였으며 약 0.35초 지

점에서는 0.24o의 오버슈트가 생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외란이 나타났을 때 안테나의 앙각과

방위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PI제어기의 이득 값이 높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안테나의 앙각이 0.6초 내에 입

력한 10o에서 ±0.05o로 안테나의 지향각이 안정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Fig. 8은 외란이 일어나기 전의 안테나의 동작상태이

다. 안테나의 밑 부분을 고정시키고 안테나의 앙각을

45o로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모습이다. 안테나

의 지향각 오차가 ±0.1o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9는 외란이 발생했을 때 정밀한 위치제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결과 사진이다. 안테나의 앙각을

45o로 명령하고, Fig. 8의 실험과는 다르게 안테나의 밑

부분을 들어올려 안테나에 외란이 생겼다고 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 사진이다. 안테나에서 외란이 판정되어도

지면으로부터의 안테나 지향각의 오차는 ±0.1o 이내에

유지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자이로센서를 이용한 파라볼릭 안테나의

정밀한 위치제어를 위해 2축(앙각, 방위각) BLDC모

터를 이용한 6자유도 운동을 하는 시스템에서 정밀한

위치제어를 설계하였다. 각종 외란을 극복하기 위해

자이로센서를 Yaw, Pitch, Roll 3축을 이용하였다. 외

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축 BLDC모터를 동시

에 제어하여 정밀한 위치를 순간적으로 보정하는 시

스템을 설계 하였다. 기존의 스테핑 모터를 이용하면

정확하기는 하지만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한 많은 소

음을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BLDC모터를 이

용하면 소음을 억제하고 반응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

문에 BLDC모터와 엔코더를 결합하여 정확한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안테나의 지향

각이 원하는 각도로 이동하는 Step input 실험을 통

하여 0.6초 내에 원하는 각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안테나의 외란에 대응 하는 실험을 통

해 안테나의 외란과는 무관하게 안테나의 지향각이

빠른 시간 내에 각도 오차가 ±0.1o 이내로 복구되어

우수한 위치제어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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