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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도무기체계의 구동장치 기술에 한 사항과 발 방향에 해 연구하 다. 유
도무기체계의 구동장치로는 일반 으로 유ㆍ공압  기모타 구동장치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근래에는 작은 동력이 요구되는 소형 술용 유도탄의 구동장치를 제외하고는 부분 경우에 
출력  무게비가 높은 유압구동장치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도탄의 높은 기동성 
혹은 반응성 요구와 함께 신소재를 이용한 자성재료들의 개발, 제어기술  동력 자 기술의 발
달, 디지털화 는 집 화 등 구동장치 련 기술의 발 도 두드러져 구동장치의 기술수 과 설
계개념 등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차세 의 유도무기체계 구동
장치의 설계기 과 구성, 특성  세부기술의 발 방향 명확히 제시하 다.

A Study on the Actuating Device Technology 

in Guided Weapon System

Young Uk Lee*

ABSTRACT

In this paper, a study on the actuator device technology in guided weapon system development. 
Hydraulic and pressure, electric motor device had been mostly used, but recently due to high output 
to weight ratio, pressure actuator device is widely used except for small tactical guided ammunition 
which needed small power. And now the actuator design concept and technical level is changed 
because of high mobility of guided ammunition, development of magnetic materials which used new 
material for requirement of despondence, progress of control and electrodynamics technology, and 
digitalize and integrity. In this paper we clearly proposed the actuator design criteria and detailed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for next generation guided weap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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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과학기술이 속히 발 됨에 따라 문명의 

패러다임이 근본 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과학

기술 명은 최근 100여 년간의 발 이 인류 발생 

이후 1900년까지의 과학기술 발 을 능가하 다. 

, 기술 명이 2년 내에 이루어지고 기술 반감기

가 3∼4년의 간격으로 폭 단축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50년간의 과학기

술 발 이 인류발생 이후 지 까지 축 된 모든 

과학기술의 발 을 가져올 것으로 망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항공․우주기술, 나노(Nano)기술 등

의 비약 인 발 과 더불어 인력 쟁의 기본구도

와 양식이 첨단화, 정 화 되면서 획기 으로 변화

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쉼 없는 

변화 환경에 맞게 발 되어가는 군사용 무기체계

 유도무기분야의 구동장치 기술에 해 연구의 

을 맞추어 진행하 다.

유도무기용 구동장치 설계  제어 기술은 유ㆍ

공압장치와 기식 모터를 이용한 조종익  추력

벡터 제어장치의 변 제어, 측추력제어, 지능재료

를 이용한 조종익 형상제어를 통해서 유도탄을 고

정 는 이동표 에 정확히 도달시키기 해 요구

되는 제반 기술이며 유ㆍ공압구동, 기모터구동, 

지능형 조종익 형상제어 등의 세부기술들을 본 연

구를 통해서 차세 의 유도무기체계 구동장치의 

설계기 과 구성, 특성  세부기술의 발 방향 제

시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국내 기술 황  발 추세

근래의 유도무기는 차 고기동화 되어가고 있

다. 유도탄의 기동성 향상과 고속 이동표 을 효

과 으로 타격하기 하여 고기동 유도조종 기술

이 필요하며 이를 해 출력 비 량의 비율 혹

은 출력  공간의 비율이 높은 구동기술이 요구된

다. 특히, 탄도탄 등과 같은 고속 비행표 을 정확

하게 요격하기 해서는 높은 종말 기동성이 요구

되며 이를 해 측추력기 기술이 요구된다. 고기

동와 함께 유도무기 분야의 새로운 변화는 (全)

방향 공격 는 방어를 한 수직발사방식의 채택

이다. 이는 함상장비의 경우 설치면 을 일 수 

있어 더욱 효과 이며 지상 장비의 경우에도 빠른 

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도무기 체계에서 선호

는 경향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수직발

사 방식을 채택할 경우 목표 방향으로의 기 선

회를 한 추력제어가 필요하고 여기에 합한 유

ㆍ공압  기모타 구동장치가 사용된다.

2.2 국외 기술 황  발 추세

구동장치 기술발  추세를 유도탄 구동장치를 

심으로 종합하여 보면 (그림 1)과 같다. 

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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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동장치 기술의 발 추세

희토류 자성체를 이용한 기모터 분야와 동력

자 분야 기술의 발 으로 유도탄 구동장치 분야

에서 기구동장치의 활용 증 와 그에 따른 유압

구동장치의 퇴조가 두드러지고, 고온기체 공압 구

동장치는 상온기체 공압 구동장치로 체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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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 모타 련기술의 발 에도 불구

하고 재까지는 10Hp 이상의 고출력 범 에서는 

유압구동장치의 출력  무게비가 다른 구동장치보

다 높아 형 유도탄의 TVC구동에는 유압의 사

용이 필수 이다. 소형 유도탄 분야에서는 공압

식, 축압식, 유압식  기식 구동장치가 상

으로 많이 용되고 있다. 

 3. 구동장치의 설계기   구성

3.1 설계기

구동장치는 요구되는 성능과 Duty Cycle, 허용

공간과 무게조건, 그리고 환경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신뢰성, 정비성, 장성 등이 높아야 하고, 

가용한 동력원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구동장치에 요구되는 성능조건에는 일반 으로 최

 힘 혹은 토오크, 최  (각)변 , 최  (각)속도 

(Slew Rate), 강성(stiffness), 치제어 정확도, 주

수 반응 역 등이 포함된다.

3.1.1 토오크

공력제어 구동장치의 경우에는 공력 항이, 추

력방향제어(Thrust Vector Control；TVC) 구동장

치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성부하, 마찰부

하, 혹은 추진분사력에 의한 부하가 주된 부하가 

된다. 최  힌지모멘트는 유도탄 혹은 항공기의 

최  Lateral 가속도를 제한시키는 요소가 된다. 

최  부하상태에서도 과도한 상지연이 없이 구

동되어야 하므로 구동장치가 낼 수 있는 토오크는 

기본 으로 측되는 힘보다 더 커야 한다.

3.1.2 최  (각)변

공력제어면(Aerodynamic Control Surface)이나 

TVC 장치로 비행제어에 필요한 힘을 얻는 효과

는 비록 비선형 이지만 변 가 클수록 힘도 커진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행제어 구동장치는 요

구되는 최  (각)변 가 주어진다.

3.1.3 최  (각)속도(Slew Rate)

치제어에 있어 속도 Saturation은 시스템 동

반응에서 상지연을 래하며, 이는 서보회로

의 안정성을 해친다. 따라서 높은 (각)속도는 요구

되는 주 수 반응 역을 만족시키기 해 필요하

며 특히 조종장치의 안정성을 해 요구된다[1].

3.1.4 강성(Stiffness)

큰 공력부하 혹은 다른 부하 항을 이기고 요구

되는 각(角)변 를 유지하기 해서는 충분히 높

은 정  강성이 요구된다. 한 동  강성은 공력

제어면의 Flutter 상의 방지를 해서 충분히 높

아야 한다.

3.1.5 치제어 정확도

고성능 유도무기에서 Hysteresis와 Dead Band 

값은 요성을 가진다. 특히 높은 기동성의 유도

탄을 한 구동장치는 넓은 주 수 반응 역과 높

은 강성을 하여 큰 제어이득이 요구되며, 이 경

우 Dead-zone은 구동장치의 Limit Cycle 혹은 조

종루 의 Limit Cycle을 유발시켜 제어특성을 해

친다.

3.1.6 주 수 반응 역

구동장치의 주 수 반응 역은 구동장치의 반

응속도를 결정한다. 공 유도탄과 같이 높은 기

동성이 요구되는 경우의 구동장치는 빠른 반응속

도를 가져야 한다. 일반 으로 구동장치의 주 수 

반응 역은 Airframe 공진주 수의 4～5배 이상 

될 것이 요구된다. 정  변 에 한 속도와 가

속도는 주 수 외에 변 의 크기에 의해 그 크기

가 결정되므로 입력의 크기에 따라 주 수 반응곡

선이 달라진다. 많은 경우 주 수 반응 역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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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 10%의 입력변 에 해 -3dB 크기 

는 90˚ 상지연을 주는 주 수 값으로 정의된다.

  

3.2 구동장치 구성

구동장치는 궤한루 의 제어시스템으로 직  구

동력을 내는 구동기(Actuator)와 구동기의 움직임

을 제어하는 구동제어기 외에 구동에 지를 공

하는 동력원과 동력 환/조 장치, 구동기에 의하

여 발생된 구동력을 필요한 운동 형태로 환하기 

한 동작 환/ 달기, 출력의 상태를 감지하여 입

력과 비교하기 한 궤환감지기, 그리고 입력과 출

력의 차이에 따라 제어기를 안정되고 빠르게 조

하기 한 서보 자회로로 구성되며 (그림 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명령

서보전자회로 동력제어기 구동기
동력전환
/전달기

위치감지기

동력전환/조절기

동력원

<동력원>

<집적형 구동기>

잠금장치

힘/
동작

- SPGG
- 고압기체 용기
- 축전지

- 터보펌프
- 압력 조절기

- Analog
- Digital

- Potentiometer
- LVDT

- 서브밸브
- 솔레노이드 밸브
- 반도체 동력스위치

- 유공압 피스톤
- DC 모터

- 볼스크류
- 기어
- 크랭크

(그림 2) 구동장치 구성도

3.2.1 동력원(power), 동력 환/조 장치

동력원으로는 유도탄에서는 축 지, 고압의 상

온 압축기체, 고온기체 발생기 등이 사용된다. 유

도탄용 축 지로는 일회용으로 장성이 높은 열

(Thermal)축 지와 Silver-zinc 축 지가 많이 사

용된다. 열축 지의 해물질은 상온에서는 고체상

태를 유지하다가 열이 가해지면 녹아 비로소 작동

을 한다. 따라서 열축 지는 상온에서는 단히 안

정하여 장성이 높으며 가열함에 따라 1 내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작동을 시작한다. 상온 압축동

력원은 기체용기에 고압으로 충 된 기체(질소()

나 헬륨(He))를 사용하며 고온기체 발생기는 주로 

Canister에 들어있는 고체연료를 연소시켜 고압기

체 동력을 얻으나 액체연료도 사용될 수 있다. 

동력 환/조 장치는 각종 동력원을 실제 사용

이 가능한 동력으로 환  조 하여 제어기  

구동기로 달하는 장치로서, 동력원과 구동기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3.2.2 서보 자회로

보상회로와 출력증폭회로로 구성된다. 보상회로

는 치제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제어 정

확도와 동  특성을 더욱 높이기 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구동장치의 제어회로는 수동  능동 소자

를 이용한 아날로그 제어기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

나 근래에는 마이크로 로세스를 이용한 디지털 

제어기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디지털 조종장치

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구동장치도 완 한 디지

털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유도탄 구동장지의 경우 

부피가 작고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은 디지털 궤환 

감지기의 확보에 문제가 있어 재로선 디지털 제

어기에 D/A 혹은 A/D 변환기를 이용한 아날로크 

궤환감지기를 사용하는 Hybrid 구동장치가 계속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연산속도가 빠른 Dsp(Di-

gital Signal Processor)를 이용하여 특히 Brush-

less DC 모타의 제어를 한 서보 자회로 구 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3.2.3 제어기

제어기는 구동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유압구동장치의 경우는 제어기로 서보밸 가 주로 

사용되며 기식 구동장치의 제어기로는 과거에는 

클러치를 사용하 으나 보자력과 에 지 도가 큰 

자성체의 개발과 반도체기술의 발달로 트랜지스타 

스 치가 제어기를 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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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구동기

동작 환/ 달기를 구동하기 한 구동력을 직

 발생하는 장치로서, 유압  공압구동장치에서

는 회 력을 발생시키는 회 형 구동기나 직선력

을 발생시키는 직선형 구동기가 주로 사용되며, 필

요에 따라서는 1개 이상의 구동기가 조합되어 사

용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기구동장치에는 회

력을 발생시키는 기모타가 주로 사용된다.

4. 구동장치별 특성

4.1 유압구동장치

4.1.1 주요구성품

유압구동장치는 구동을 해 게 2,000～4,000 

psi의 고압의 유압을 사용하며 유도탄에서 고압의 

유압을 얻는 방법으로는 유압펌 를 사용하는 순

환식 방법과 고압의 축압기(Accumulator)를 사용

하는 축압식 방법이 있다. 상 으로 큰 힘을 요

구하며 수 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갖는 /장거리

용 유도탄에서는 축 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DC 

모타 유압펌  시스템이 사용된다. 

구동명령

증폭기

위치 감지기
구동 실린더

공력 제어면

기체 용기
압력조절기축압기

2단 서브밸브

체크밸브

(a)

(b)
필터 펌프 터빈

고온기체 발생기

착화기

저유기

유압유

필터
스컬 밸브

(그림 3) 유압구동장치도

일반 으로 상온 고압기체는 (그림 3)의 (a)처럼 

고압으로 충진된 기체용기로부터 얻으며 (그림 3)

의 (b)와 같이 고압의 기체로 유압펌 가 연결된 

터어빈을 돌려 유압을 얻는 방법도 있다. 고온 고

압기체는 고체연료 는 액체연료를 연소시켜 얻

으며 상온 고압기체를 동력으로 하는 유압구동장

치를 축압식(Blow Down) 유압구동장치라 한다.

4.1.2 특성

2차 방정식으로 표 되는 질량-마찰-스 링

으로 구성된 일반 인 기계 서보시스템의 주 수 

반응곡선은 낮은 주 수에서는 속도한계에 의해

서, 높은 주 수에서는 가속도한계에 의해서 결정

된다. 따라서 주 수 반응 역은 속도한계 는 

가속도한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공력비행제어의 경우에는 성부하가 작고 스

링 부하특성을 가지므로 높은 공진주 수를 가

진다. 구동기 자체 성이 작은 유압구동장치는 공

압 구동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유량공 능력에 의

해 최  속도가 제한되며 이에 의해 성능이 낮은 

주 수에서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압시

스템은 50Hz 이상의 높은 동특성도 가질 수 있고, 

특히 큰 출력범 에서 높은 체 효율을 가지며, 항

공기, 산업기계  다른 군수장비에 범 하게 응

용되어 온 계로 그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어 보

편화되어 있고 련 부품의 획득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4.2 공압구동장치

4.2.1 주요구성품

공압 구동장치는 작동유체로 기체를 사용하며 

고압기체를 얻는 방법, 즉 동력원에 따라 고온기체

장치(Hot Gas System)과 상온기체장치(Cold Gas 

System) 두 가지 장치로 구별된다.

고온기체장치에서는 (그림 4)의 (a)와 같은 형

태로 되어있어 비교  낮은 온도에서 연소하는 고

체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고압기체를 얻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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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공압 구동장치도

경우 압력 조 을 해서는 릴리  밸 가 사용된

다. 고온기체장치를 사용하면 고체연료의 높은 비

에 지에 의해서 무게나 부피 등에 큰 부담 없이 

비교  긴 작동시간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기술 으로는 고체연료가 연소되어 생기는 

기체는 비록 온무연화약(Cool Cordite)을 사용하

더라도 1,000˚C에서 2,000˚C까지의 고온으로 말미

암아 내열재료에 미치는 악 향문제, 연소시의 그

을음 문제, 장기간의 장시 고체연료의 노후화 문

제 등이 있다.

4.2.2 특성

유도탄에 보편 으로 사용되는 작동압 3,000psi

의 유압시스템과 헬륨을 사용하는 작동압 1,000psi

의 공압 시스템의 공진주 수를 비교해 보면 공압 

시스템의 공진주 수는 유압의 7.8～9.5분의 1밖에 

되지 못한다[2]. 공압 구동장치의 시정수(Time Con-

stant)는 제어 쳄버 내의 압력상승을 해 기체가 

충진 되고 배기되는 시간에 따라 좌우되며, 기체의 

압축성에 의해서 이 시간이 상당히 길다. 결국 공

압 구동장치는 기체의 높은 압축성으로 인해 시스

템 동 강성과 반응속도  회로 이득이 낮고 따

라서 치제어 정확도가 떨어진다[3]. 특히 공압 

구동장치의 낮은 강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고려

하여 가능한 작은 음의 공력부하가 작용하도록 힌

지축을 두어야 하며 음의 Load Rate가 양의 Load 

Rate의 1/2 이상을 넘지 않도록 추천된다[4].

그 외에 공압 구동장치는 비선형 특성이 두드러

지고 따라서 이론  해석이 어려우며, 기체의 성

이 낮아 감쇠특성이 나쁘고 폐가 어렵다. 그러

나 유압구동장치와는 달리 동력 환기가 별도로 

필요 없으며 작동기체의 무게가 작고, 사용되는 부

품들의 구조가 비교  간단하여 값이 싸고, 특히 

짧은 작동시간을 한 구동장치의 경우에는 시스

템 체 무게나 체 이 작다. 그 외에 보 수명이 

길며, 온, 고온  핵반응 환경에서 유리하다는 

장 이 있다. 특히 공압 구동장치는 고압기체가 

밸  오리피스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팽창에 의해 

얻어지는 Joule-Thomson 효과로 냉각작용을 얻으

므로 유압장치와는 달리 고온 환경이나 자체 온도

상승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공압 시스템

에 한 이해의 증가와 새로운 고성능 솔 노이드 

밸  등의 개발로 인해 유압시스템의 동특성에는 

미치지 못하나 소형 술유도 무기에서 요구되는 

40Hz 가까운 주 수 응답특성을 가지는 공압시스

템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해졌으며, 종래에 유압구

동장치가 응용되던 분야에까지 그 응용범 가 넓

어지고 있다.

4.3 공압구동장치

4.3.1 주요구성품

주요구성품은 (그림 5)와 같이 기모터와 서버

자회로, 동력 달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유도무기용 구동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기모

타의 종류로는 DC PM(Permanent Magnet) 서보

모타, DC PM Direct Drive 토오크 모타, Stepper 

모타, AC Synchronous 모타 등이 있으나 빠른 반

응과 높은 치제어 정확도를 해서는 DC PM 

서보모타가 이제까지 일반 으로 사용되어 왔다.

모타의 구동제어는 류제어와 압제어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구동방식에는 선형서보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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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식 구동장치

에 의한 구동방식과 스 칭 서보증폭기에 의한 펄

스폭변조 방식이 있다. 선형서보증폭기는 간단하

고 값이 싸고 노이즈 문제가 없으나 동력손실이 

크므로 수백 Watt 이상의 모타 구동에서는 PWM 

방식이 주로 쓰인다. 유도탄에서는 많은 경우 부

피를 이기 하여 Custom-made Hybrid 구동회

로가 이용된다.

모타출력의 동작 환과 감속을 한 동력 달

장치로는 스퍼 혹은 베벨 기어류와 Lead Screw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이 복합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Lead Screw에는 값이 싼 Acme 스크류 등

도 사용될 수 있으나 효율이 60% 이하로 낮고 부

정확하여 정 한 볼스크류가 주로 사용된다. 볼스

크류는 가격이 비싸지만 효율이 80%～95% 정도

되고 높은 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근래에 개

발된 Harmonic Drive 류는 1단(Single Stage)으로 

감속비가 높고 기어 Backlash 등이 없는 장 이 

있으나 강성이 낮은 단 이 있다.

4.3.2 특성

유압․공압 구동장치가 속도 제한에 의해 성능

이 제한받는데 비해 기 모타 구동장치는 많은 경

우 가속도 능력에 의해 성능이 결정되며 최  부

하 가속도를 얻기 해서는 Inertia Match(Gopt
2Jm = 

J1인 상태：Gopt = 최 기어비, Jm = 모타 성, J1 = 

부하 성)를 통해 최  TM
2/JM(단, TM = 모타토오

크) 값을 갖는 모타를 선정하게 된다[1]. Inertia 

Match 보다 일반 인 상황의 공력 T1까지 고려할 

때 최  기어비는 G2
OPTJM = J1 + T1/θMAX을 만족

하여야 한다. 여기서 θMAX는 최  부하가속도 이

다. 그러나 넓은 주 수 반응 역을 가진 시스템

을 구 하기 해서는 속도한계와 가속도 한계를 

함께 고려하여 기어비가 선정되어야 한다.

Overdrive 시에 얻는 높은 출력 비 무게 외에 

기모타 구동장치는 무동작(Quiescent) 동력소모

가 작으며 정비성이 높다는 등의 장 이 있다. 그

러나 최근 기모타 구동장치가 많은 심을 끌고 

있는 근본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나 출력 비 무게

가 높은 이유라기보다는 유압장치가 기와 기계

인 장치의 복합 시스템인데 만하여 기모타 구

동장치는 기에 지를 바로 기계  출력으로 바

꾸어 으로써 순수히 기/ 자 인 시스템을 구

성할 수 있어 기와 기계장치의 Interface 문제를 

없앨 수 있고, 유압장치의 큰 단 인 설과 오염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등의 시스템 차원의 이

에 있다[5]. 

기모타 구동장치의 일반 인 단 으로는 

성부하의 Braking문제, 큰 용량의 축 지가 요구

되는 , Peak 류값이 높아 기체내에서 EMI 문

제를 일으킨다는 , 정 부하에서의 과열 문제 등

이 있다. 

5. 구동장치 주요기술의 발 방향

5.1 유․공압 구동기술

5.1.1 소형 경량화를 한 고압화 기술

재 3,000psi의 유압구동장치 기본 작동 압력을 

넘어 4,000∼5,000psi를 용 이며 최  8,000psi

까지 고압화가 시도되었다.

고압시스템화는 주로 항공기 유압구동장치와 

련하여 부피와 무게를 이고 반응속도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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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동압력을 재의 일반 인 3,000psi에서 

더 높은 압력으로 높이는 시도로 미국 해군에서 

주 하여 Rockwell 사에서 10여년 동안 20,000psi

까지의 시스템을 시험 연구한 바 8,000psi 압력이 항

공기 유압시스템의 최  압력으로 선정되었다[6]. 

압력상승에 따라 고강도 재질 혹은 베어링 문제 

외에 설에 한 폐 문제, 온도상승 문제 등이 

상되었으나 재까지 부분의 기술 인 문제들

이 해결되었다.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13.8

27.6

41.4

55.2

Hydraulic Pres.
MPa (psi)

(8000psi)

(6000psi)

(4000psi)

(2000psi)

0

B747
F-16

AH-64 BH-101

C-17

V-22

F-22 S-92

C-130T-20

라파엘

콩코드

F/A-18E/F

(그림 6) 유압의 고압화 경향

5.1.2 제어계통의 디지털화

지능 인 구동장치를 구 키 한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동력 증폭  제어를 해 종래에 사용

된 2단 혹은 다단 밸  신 자기형상 기억합 의 

특성을 이용하여 높은 류의 디지털 PWM(Pulse 

Width Modulation) 신호를 받아 밸 의 주(Main)

스풀을 토오크 모타가 직  구동하는 Direct Drive 

밸 의 이용이 시도되고 있다[7]. 

 FSMA(Ferromagnetic Shape Memory Alloys)         FSMA Response curve

(그림 7) 자기형상기억합   특성도

FSMA
Coil

Injet Spool

Motion

FSMA
Actuatons

Outjet

FSMA Digital valve

(그림 8) 자기형상 기억합  응용 디지털 밸

Direct Drive 밸 의 사용은 디지털화는 물론 유

압증폭단을 없애므로써 가격 하  신뢰도 향상

을 가져다 주며, SmCo5와 같은 희토류 자성체의 

개발과 부피가 작아진 Solid State Amplifier의 등

장으로 가능해졌다.

5.1.3 집 화

근래 큰 심을 끌고 있는 항공기의 FBW(Fly- 

by-Wire)화를 하여 유압구동장치의 집 화와 디

지털화가 시도되어 왔다. 

(그림 9) 지능재료를 이용한 유압구동기

집 화의 시도로 집 유압장치(Integrated Hydr 

-aulic Package), 집 서보구동장치(Integrated Servo 

actuator) 혹은 더 나아가서 유압동력원과 구동기

가 독립 으로 집 된 기-정유압구동장치(Elec-

tro-hydrostatic Actuator：EHA)가 지능재료를 이

용하여 소형 경량화  고신뢰도화 집 화로 개발

되었다. 이러한 집 화 기술은 폐기술의 발 과 

함께 유도탄 유압구동장치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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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모터 구동기술

5.2.1 재료의 사용 기술

희토류의 사용은 자성체의 큰 장 에도 불구하

고 최근까지는 무게와 성능이 크게 문제되는 항공

우주용에 국한되어 응용되어 왔다. 그 이유는 기

본 으로 SmCo 자성체가 다른 자성재료들보다 

비싸고 가공성이 좋지 않아 SmCo DC 모타의 가

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NdFeB 자성체는 온도상승

에 따른 자력 감소율이 높아 120˚C 이상의 고온 

작동에는 불리하나, 상온 성능은 SmCo 자성체보

다도 30% 가량 높고, 값은 Alnico보다 낮아 여러 

분야에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5.2.2 고성능 기모터 구동장치

고성능 기모타 구동장치 련기술은 재까지

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

며 따라서 보편화되지 못하 다. 특히 Brushless 

모타의 경우, 모타제어 자회로가 충분히 개발되

어 있지 못하고 최근에 무게와 부피는 많이 었

으나 복잡하며 비싸다는  등이 그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 모타의 최 구동을 해 기존의 

24혹은 28 VDC 보다 더욱 높은 60 VDC에서 270 

VDC까지의 압을 사용할 것이 추천되고[8], 높은 

압을 사용함으로써 모타의 크기는 많이 어드

나 구동 자회로의 부피와 무게가 커지고 열발생

이 크며 새로운 높은 압의 원이 요구된다.

5.2.3 스 칭 능력

기모타 구동장치의 성능은 동력스 치회로의 

스 칭 능력에 의해 제한되며 고 압, 고 류에서 

빠른 스 칭 능력을 가진 소형 집 화된 Power Hy-

brid 모듈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기모

타 자체의 성능 향상보다 이러한 동력 자  DSP

를 이용한 제어 자 회로 분야의 기술  발 이 

두드러진다. DC 모타 뿐만 아니라 구조가 간단한 

AC Induction 모타와 AC Synchronous 모타의 서

보 구동에의 응용을 한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재 연구되고 있는 고동력 반도체 기술, 

도체 기술, 고 에 지 도 축 지 기술 등도 

앞으로 기모타 구동장치의 성능향상에 큰 향

을  것으로 기 되어 기모타 구동장치의 응용 

확 는 계속될 망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유도무기 구동장

치 련 기술은 분야가 다양하며 기식 구동장치 

련 기술을 시하여 각 분야 기술이 빠른 속도

로 발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심각한 제약조건

이 주어진 유도무기 시스템에서 최 의 구동장치

를 선정하고 구 하는 것은 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기술의 발 이란 일반 으로 더 작고 

가벼우며 더 성능 높은 구동장치를 뜻하며 다라서 

더욱 성능 높은 유도무기를 뜻하므로 발 된 기술

을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유도무기에 련된 부품의 매와 기술이 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 된 유도무기

용 구동장치를 성공 으로 개발하기 해서는 많

은 분야에서 국내 기술의 발 이 요망된다. , 가

까운 미래에 유도무기체계 구동장치와 련하여 

기술이 개발되 발 이 되어야 할 분야로는 구체

으로, Brushless DC 모타를 포함한 고성능 기모

타  제어기, 고 에 지 도 축 지, 소형 고성

능 유공압 밸 류, 터보유압 동력원 등의 국내 생

산되지 않는 핵심부품 련 설계/제작 기술과, 속

도 포화 등 비선형 요소들과 환경  특성변화에

도 견딜 수 있는 구동장치를 한 Software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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