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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리미터 웨이  탐색기 2 축 김발 구동 제어

논  문

60-12-33

A  Control for 2 - axis Gimbaled Millimeter Wave Seeker 

using Space Vector PWM of PMSM

이 성 용†․이 정 석*

(Sung-Yong Lee․Jung-Suk Lee)

Abstract - Tracking and detecting targets by the millimeter wave seeker is affected by moving of platform. In order to 

perform the tracking performance, stabilization of a millimeter wave seeker which consists of 2-axis gimbals was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feasibility of the analysis and the 2-axis gimbal servo system modeling design were 

verified along with some simulation results.

Key Words : Millimeter wave seeker, 2-Axis gimbal, LOS (Line of Sight) stabilization, DSP, PMSM

* 정 회 원 : 삼성탈 스 수석연구원

†교신 자, 정회원 : 삼성탈 스 문연구원

E-mail : sy0103.lee@samsung.com

수일자 : 2011년 10월 19일

최종완료 : 2011년 11월 21일

그림 1  제안된 리미터 웨이  탐색기 김발 

Fig. 1  Proposed gimbal for millimeter wave seeker

1 . 서  론

일반 으로 이더 탐색기는 김발을 포함한 안테나 조립

체, 송수신 조립체  신호처리 조립체로 구성되어 있고 안

테나에서 송출된 후 표 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웨이

(Millimeter wave)를 수신하여 표 의 정보를 검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리미터 웨이  신호를 이용하여 표 을 탐지/추 하는 

능동형태의 탐색기는 정  타격분야의 핵심 센서로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공 공, 지 공, 지 지, 함 함 등의 미사일

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지 공 유도무기용(Surface-to 

Air) 리미터 웨이  탐색기는 기존의 마이크로웨이  탐

색기에 비해 역(Ka 역)의 주 수 특성과 안테나의 좁

은 빔폭을 이용하여 표 의 거리  각도 해상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장 을 이용하여 항공기 표 뿐만 아니라 고속

이면서 불규칙 인 운동을 수행하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sile) 형상의 목표물도 직 요격(Hit- to-Kill)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한다[1]. 

이런 이유로 리미터 웨이  탐색기(Millimeter wave 

seeker)의 안테나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표 을 탐색  추

을 하기 해서 보다 정 하고 slew rate가 높은 구동이 

요구되며 랫폼 외란에 한 향상된 시선 안정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내부의 서보 시스템은  탐색기에 장착되어 

있는 안테나의 시선(Line of Sight)을 목표물에 추 하는 기

능과  공간 상에서 랫폼의 외란에 하여 안테나의 

시선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2축 김발  서보 제어용 하드웨어를 구성

하고 공간벡터 변조방식의 벡터제어기법으로 구자석형  

동기 동기(PMSM)을 구동하여 시선 안정화루 의 성능을 

검증한다. 한 외란 측기와 피드포워드 제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마찰을 보상하여 향상된 서보시스템의 구동특성을 

시뮬 이션을 통해 검증한다[2][3][4].

2 . 리미터 웨이  탐색기의 서보 시스템

2 .1  리미터 웨이  탐색기 김발 

그림 1은 제안된 리미터 웨이  탐색기용 김발(Gimbal)

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된 리미터 웨이  탐색기의 김발 

구조물은 안테나를 Yaw, Pitch 방향으로 회 운동을 하기 

해서 2축 김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축은 정  각

도 측정을 해서 안테나 각 구동축에 회  각도를 추출하

는 센서인 졸버가 연결되어 있다. 

안테나의 넓은 시야 확보를 해서는 김발의 회 각 확보

가 필수 이고 안테나 신호 수신  신호 정보 획득을 한 

모듈 장착 공간의 효율 인 사용을 해서 안테나 구동축과 

각 축의 모터는 링크 조립체를 통해 연결된다. 기구 구조물 

 링크 조립체 연결은 모멘트 강성 확보를 한 베어링 양

단을 X-type  Radial type을 조합 하는 지지 구조로 되어

있다. 2축으로 구동하기 한 모터는 PMSM을 사용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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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안테나 장착 마운트 하단에 자이로를 장착 하여 랫폼

의 움직임으로부터 안테나의 움직임을 분리하는 시선 안정

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2는 안테나의 시선 확보를 한 김발의 최  움직임

을 나타낸 것이다. 안테나의 시선축을 기 으로 Yaw, Pitch

축의 최  구동 각도  김발의 좌표계를 나타내었다. 안테

나의 시선을 X축으로 정의하고 구동 심축에서 Z축 심

으로 회 을 Yaw, Y축 심으로 회 을 Pitch 라고 정의 

하 다. 링크 조립체로 인하여 안테나의 넓은 시야각이 확

보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2축 김발좌표계  구동형상 

Fig. 2  Driving structure of 2-axis gimbal coordinate system 

2 .2  하드웨어 구성  특성

서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제어기의 구성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서보제어부와 서보구동부로 나 어져 있다. 

그림 3  서보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Fig. 3  Hardware configuration of servo system

서보제어부는 졸버, 자이로 등의 센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얻은 센서 정보를 신호 처리하여 서보제어 알고리즘을 수행

한다. 한 외부 장비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 명

령  운용 모드를 수신 하고 그에 따른 김발의 움직임을 

제어 하며 재 안테나가 지향하는 각도  상태를 송한

다. 한 빠른 응답 특성과 제어 정 도 향상을 한 실시간 

제어를 수행하기 해서 고속의 DSP(TMS320F28335)를 사용 

하여 하드웨어를 구성하 다. 

서보증폭부는 Yaw, Pitch 두 축을 각각 구동하는 3상 
PMSM 모터를 구동 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PMSM 모터는 

정  형태의 자속  류로 구동됨에 러시형 DC 모터

보다 일반 으로 기 , 기계 으로 소음이 으며 회 자 

성이 상 으로 작은 특성을 가진다. 

 

2 .3  제어기 구성  특성

제안된 탐색기용 서보제어기 블록도는 그림 4와 같다. 서보

제어기는 안테나로부터 송받은 목표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호 처리기의 결과로부터 인가되는 각도 명령을 추종하는 추

(Track) 루 , 외부의 랫폼에 움직임에도 시선을 안정화하

는 것을 담당하는 안정화(Stabilization)루 로 구성 되어있다. 

안정화 루 는 안테나에 장착된 자이로에 의해서 성 평

면상 안테나의 Pitch, Yaw 축의 회 량을 측정한다. 즉 2축 

김발에 인가되는 랫폼의 움직임 외란과 안테나 시선의 움

직임을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안된 시선 안정화 성

능은 1.0Hz에서 랫폼 모션에 한 안테나 움직임은 1%미

만으로 요구되었고 제안된 제어기의 안정화 루 는 -40dB 

이상의 동체 연 효과를 기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추  루 는 안테나 구동축에 치한 졸버 신호를 피드백 

받아서 입력된 각도와 재 각도를 비교하여 나온 오차를 

비례- 분 제어를 통하여 제어를 수행한다[5][6].

그림 4 서보 시스템 제어기 블록도

Fig. 4 Controller Configuration of Servo System

3 . 시스템 모델링 

3 .1  3 상  PMSM 수학  모델

제안된 김발에 장착된 모터 구동 방식은 3상 정지좌표계, 

2상 정지 좌표계, 2상 회  좌표계가 사용되며 그 계 변환 

식은 식 (1,2,3)과 같다.

그림 5 PMSM 모델링 용 좌표계

Fig. 5 Coordinate system of PMSM mod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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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상 정지좌표계(a,b,c)와 2상 정지 좌표계(α,β) 변환

(1)

-. 2상 정지좌표계(α,β)와 2상 회  좌표계(d,q) 변환

 

(2)

-. 3상 정지좌표계(a,b,c)와 2상 회  좌표계(d,q) 변환

     (3)

좌표변환을 통해 2상 회 좌표계에서 표 된 압  자

속 방정식은 식 (4)와 같다.

   


      


   (4)

        

여기서 Rs 는 고정자 상 항,  λm 은 고정자 측에서 본 

회 자의 구자석에 의해 생긴 쇄교자속의 크기를 나타내

고 Lq 와 Ld는 q상  d상의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이 수식

을 이용하여 PMSM의 토크 방정식은 식 (5)와같이 나타내

어진다. 

  



          (5)

  


 

P는 모터의 극수를 나타내며, J 는 성, B는 성 마찰

계수, TL 은 부하토크를 나타낸다[7][8][9][10].

3 .2  3 상  PMSM 벡터제어

벡터제어는 자속과 토크를 분리하여 제어하기 한 이론

 근 방법이며, 2상 동기회  좌표변환을 통해 제어가 이

루어진다. 류제어기로 공간벡터 압변조(Space Vector 

PWM) 기법이 사용된 PMSM 벡터제어 블록도는 그림 5와 

같다. PMSM 벡터제어를 해 디지털 제어기를 구 할 때 

토크 명령 Te로부터 류 명령   와   를 산출 하는데 

표면 부착형 PMSM일 경우     이므로 류 명령은 

식(6)과 같다.


 











 
        (6)

구해진 류 명령을 3상 측정 류(  )와 회 자의 

기각 를 이용하여 2상 동기 좌표계( )로 변환한다. 

류 명령(
 


)  측정 류( )를 이용하여 비례-

분제어기를 거친 후에 2상 동기좌표계 압명령 (
 


)

를 생성한다. 압 명령은 기각 를 이용하여 2상 정지 

좌표계의 압명령 (
 


) 로 변환한다. 최종 변환된 2

상 정지좌표계 압명령은 SVPWM 기법을 통해 PWM 인

버터 스 칭 명령으로 달되어 최종 모터를 구동한다.

그림 6  벡터 제어 블록도

Fig. 6  Configuration of Vector Control 

3 .3  공간벡터 압변조(Space Vector PWM) 기법

벡터제어에 의해 생성된 류명령은 최종 으로 PWM 

인버터를 통해 모터에 인가된다. PWM 인버터는 DC-Link 

커패시터 압의 크기  주 수를 변화시켜 모터에 인가함

으로서 모터를 구동시킨다. 최근의 PWM 인버터의 제어기

법으로는 최  압 변조방식, 삼각  비교 압 변조방식, 

공간벡터 압 변조방식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공간 

벡터 압 변조 방식을 해 용 하 다[11][12][13]. 

3상 부하에 인가되는 압벡터는 식 (7)로 표 할 수 있

으며, 스 칭 조합에 따른 상 압  공간 압벡터는 표 1 

과 같다.

 
   



 
 



       (7)

3상 PWM 인버터를 통해서 생성 가능한 압벡터는 6개

의 유효 압벡터(~) 와 2개의  압벡터(,) 이다. 

2상 정지 좌표계에 압벡터를 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2상 정지 좌표계에 압명령이 도출되면 PWM 인버터의 

스 치 조합을 통해 이를 구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명

령 압벡터 Vref는 그림 7에서 정의된 공간 압 벡터 V4 

 V6 조합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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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 치 상태에 따른 상 압  공간 압벡터

T able 1 Phase Voltage and Space vector according to 

switch state

스 치

상태

상 압 공간 압벡터

    

(0 0 0)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0 0 0   

그림 7  유효 압 벡터  섹터

Fig. 7  Non-zero voltage vectors and sectors

그림 8  공간 압벡터 조합을 통한 명령 압 벡터

Fig. 8  Combination of Output voltage vector 

여기서 Ts 는 제어주기(샘 링 시간), T1 은 압벡터 인

가시간, T2는 압벡터 V6 인가 시간이며 샘 링 시간과 

압벡터 인가시간은 Ts=T1+T2+T0의 계를 보인다. 여기

서 T0는  압벡터 V0 는 V7의 인가 시간이다. 고조  

특성을 고려한 가장 일반 인 압벡터 인가 순서는 그림 9

와 같다.

그림 9  압 벡터 인가 순서

Fig. 9  Sequence of voltage vector

모터 제어를 한 명령 압벡터를 생성하기 해서는 2

상 정지 좌표계 상에서 명령 압벡터를 속한 섹터를 알아

야 하며, 섹터를 알게 되면 필요한 유효 압벡터는 그림 6에

서 얻을 수 있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섹터 별 방법은 

식 (8)과 같다.

(8)

4. 시뮬 이션

그림 1 0  서보 시스템 모델링

Fig. 1 0  Simulation modeling of servo system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서보시스템의 시뮬 이션 모델은 그림 

9와 같이 MATLAB/SIMULINK 상에서 구 되며, 벡터제어기 

 공간벡터 압변조 알고리즘은 MATLAB/ SIMULINK의 

s-function을 이용하여 디지털 제어기를 구  하 다. 체 

블록도는 그림 10과 같다. 요구되는 서보시스템 성능 에

서 시선 안정화 성능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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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 1 1Hz 외란에 한 시선 안정화 성능. (a) 외란 입력, 

(b) 시선 안정화 오차, (c) 토크 명령, (d) 각 상 류

Fig. 1 1 Performance LOS stabilization. (a) Disturbance input, 

(b) LOS stabilization error (c) Torque command (d) 

3 phase current

(a)

(b)

 

(c)

      (d)

그림 1 2 3Hz 외란에 한 시선 안정화 성능. (a) 외란 입력, 

(b) 시선 안정화 오차, (c) 토크 명령, (d) 각 상 류

Fig. 1 2 Performance LOS stabilization. (a) Disturbance input, 

(b) LOS stabilization error (c) Torque command (d) 

3 phase current

그림 11, 12는 시뮬 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제안된 서보

시스템에서 1Hz, 3Hz에 최  진폭 16°(0.28rad)의 외란에  

랫폼이 움직일 때 안테나의 시선안정화(동체 연율)을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의실험 결과에는 외란 인가

시 최  동체 연율 최 오차는 약 0.15°(0.0026rad) 로서 

요구 규격-40dB 이하의 동체 연 효과를 보 다. 

4. 결  론 

본 논문은 공간벡터 압변조기법을 이용한 3상 구자석

형 동기 동기를 구동 하여 리미터 웨이  탐색기의 2축 

김발을 제어하는 서보시스템을 제안 하 고 수학  모델링 

 시뮬 이션을 통하여 서보 시스템 성능 에서 시선 안

정화 성능을 검증 하 다. 시뮬 이션 수행 결과 리미터 

웨이  탐색기의 김발에 PMSM 모터를 장착 하여 시선 안

정화 성능은  1Hz , 3Hz의 외란에도 동체 연율이 요구 

규격인 -40dB 이하로 유지됨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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