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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횡방향 접근 제어를 위한 축소차수 상태관측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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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vailability of the GPS signal has been expanded greatly in the field of society

overall through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the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Furthermore, in the military, aviation and field of space, the GPS signal is applied

widely through the combination of INS consisting of gyroscope and accelerometer, IMU,

AHRS with the addition of magnetic sensor. Particularly, the performance of these

equipments or sensors is very important with GPS and PAR(Precision Approach Radar) in

the flight control of the aircraft. This paper deals with MATLAB simulation and

ROLSO(Reduced Order Luenberger State Observer) design to reduce the load of system and

realize the stable lateral direction approach control in an appropriate time for reduction of

the horizontal error which is importantly considered while an aircraft lands instead of the

FOLSO(Full Order Luenberger State Observer) using all measurement values. Consequently,

ROLSO is expected to be used for the aircraft's attitude control in the aircraft landing

causing the burden to the pi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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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항공기 제어 기술은 전자적인 인터페

이스에 의한 FBW(Fly-By-Wire) 제어 시스템이

수동제어(manual flight control)를 대신하고 있

다. 이에 더 나아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업

그레이드하여 비행 특성을 분석하고 자기학습을

할 수 있는 신경망 기술을 구현한 지능형 비행

제어 시스템(IFCS ; Intelligent Flight Control

System)까지 개발되어 차세대 비행 제어 시스템

으로 부각되고 있다[12]. 이러한 항공기 제어 시

스템 및 기술 등은 비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안정

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

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150건의 헬리콥터(24건) 및 항공기(126건) 사

고 중 비행장 및 비행장 부근 등의 사고는 128건

이나 차지하고 있다. 사고 현장을 세부적인 장소

로 구분하면 비행장 및 이착륙장 등에서의 사고

빈도가 50%를 나타내고 있다[14]. 이러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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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항공기 사고가 비행 중에만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착륙 시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사고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총 비행장 이착륙장 등 공항 및 인근

빈도수 150 8 67 75

Table 1.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항공기
사고 지역별 빈도[14]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천재지변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기계 및

전자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같은 항공기

자체의 내부 요인, 그리고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와 같은 인적 요인(human factor)에 의한 부분

등이 원인에 해당될 것이다. 특히, 근래 항공사고

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요인 중 조종사의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 시 조종 장치의 조작 실수

및 계기 판독 시 착오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이러한 항공기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

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비

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 논문은 자동비행제

어 기술 중 착륙 시 활주로(runway)에 일직선상

으로 항공기를 유도할 수 있는 횡방향 제어 기술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항공기의 자세

를 변화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수평비행상태로 복

귀하기 위해 축소차수 상태관측기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항공기의 자동 착륙 시스템 구

조와 횡방향 제어를 위한 동역학 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Ⅲ장에서는 축소차수 상태관측기 설계

및 이득행렬(gain matrix) 선정, 그리고 Ⅳ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각 상태들의 수렴 추이

를 보이고 있다.

Ⅱ. 항공기의 자동착륙시스템 및

횡방향 동역학

2.1 자동착륙 및 횡방향 제어 시스템

항공기의 자동착륙 시스템은 항공기를 제외하고

크게 레이더, 제어부, 송신부로 나뉠 수 있다[1].

레이더의 경우 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감지

하여 비행장으로 유도하는 접근관제레이더인

ASR/SSR(Airport Surveillance Radar/Secondary

Surveillance Radar)이 이용되고, 항공기를 활주

로의 최종 착륙단계까지 유도하기 위해 PAR

(Precision Approach Radar)이 이용되거나 관제

사의 지원 없이 조종사가 계기를 이용하여 착륙

하는 ILS(Instrument Landing System) 등이 이용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각종 관제레이더에 의해 항공기의 위

치를 파악하여 제어부를 통한 수치연산이 이루어

지고 송신부를 통해 항공기 조종사에게 현재 항

공기의 횡방향 및 수직 위치 등이 제공될 경우

정밀 착륙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Fig 1. 항공기 자동착륙시스템 개념도

그러므로 조종사는 착륙을 위해 항공기의 탑

재장비를 통해 활주로 중앙선(runway center line)

정보인 Horizontal Information Guidance와 착륙

지대(TDZ ; TouchDown Zone)까지의 각도(glide

slope) 정보인 Vertical Guidance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Fig 2. Guidance 방사 패턴[17]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자동착륙 시 활주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수평적인 횡방향에 대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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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고 있다. 이 때 pitch command는 고려하

지 않고 항공기의 자세변화를 위해 적용되는 조

정면 중 갸웃각을 조정하는 보조날개인 에일러론

(aileron)과 도리각(yaw)을 조정하는 수직방향판

인 러더(rudder)의 움직임으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기의 착륙 시점 전까지  ≈ 이 되

도록 항공기를 활주로 선상에 위치시키는 비행제

어를 다룬다.

Fig 3. 횡방향 제어 개념도

2.2 항공기 횡방향 동역학 모델링

항공기의 수학적 모델링을 위해서 적절한 좌표

계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뉴턴의 운동

제 1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로 관성좌표계(inertial

frame)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을 묘사하기 위한 기

준좌표계(reference frame)가 필요하다. 또한, 기준좌

표계에 대해 회전하는 동체좌표계(body frame)를 통해

항공기의 운동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6].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의 횡방향에 대한 적절한

모델링을 위해 기준좌표계로 바람좌표계(wind

frame)를 선택하였다[7]. 바람좌표계는 동체좌표

계와 그 축을 공유하는데 단지 축 즉 항공기의

세로축이 속도벡터와 일치하게 된다[8]. 여기에

서, 바람과 항공기의 세로축이 이루는 옆미끄러

짐각(sideslip angle)인 를  ≈ 으로 가정할

때, 그 좌표계를 안정화좌표계(stability frame)라

한다. 이들 좌표계에 대한 표현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4][8].

Fig 4. 안정화 및 바람 좌표계에서의 항공기[4]

항공기의 횡방향 제어가 aileron과 rudder 조정

면의 변위(deflection)로 이루어질 때, 항공기의

횡방향 동역학식(lateral direction dynamics)은 상태

벡터(state vector)        와 입력벡터

(input vector)      로 이루어진 상태방

정식(state equ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각 상

태벡터와 입력벡터를 이루는 상태변수 및 입력변

수들의 설명은 표 2와 같다.

변 수 의 미 단 위

 항공기의 횡방향 속도 m/s

 동체좌표계에서의 도리각속도 deg/s

 동체좌표계에서의 갸웃각속도 deg/s

 관성좌표계에 대한 동체축의 갸웃각 deg

 보조날개 각 변위 deg

 수직방향판 각 변위 deg

Table 2. 상태변수 및 입력변수 표기법

표 2에서 상태변수 는 바람이 없을 시 옆미

끄러짐각   sin로 대체할 수 있다[9].

를 나타내는 식에서 는 항공기의 대기속력

(airspeed)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태벡터는 다시

       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변수와 입력변수를 이용하여 평형조

건(equilibrium trim condition)에서 작은 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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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perturbation)을 바람좌표계에서 묘사하는

항공기 횡방향 동역학식은 아래 상태방정식으로

표현된다[10].















 






   
   

   
   




















 






 




 
 





 (1)

식 (1)에서 행렬들의 원소들은 항공기의 대기

속력, 무게, 마하수(Mach number), 고도 등의 값

뿐만 아니라 는 각각 항공기의 횡방향

속도(), 동체좌표계에서의 roll rate(), yaw rate(),

관성좌표계에 대한 동체축(body axes)의 roll()에

의한 lateral force를 포함하고 있으며, 

는 yaw moment를,    는 roll moment를

각각 포함하는 무차원(dimensionless)값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와  


그리고   는 항공

기의 보조날개인 aileron의 각변위 와 수직방

향판인 rudder의 각변위 에 의한 항공기의 lateral

force, yaw moment, roll moment를 포함하는 무

차원 값이다.

Ⅲ. 축소차수 상태관측기

3.1 축소차수 상태관측기 설계

시스템의 상태벡터(state vector)를 재구성하는

장치인 관측기(observer) 설계에 있어 축소차수

상태관측기(ROLSO ; Reduced Order Luenberger

State Observer)는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의 상태

변수를 추정하는 관측기이다[2][3]. 상태벡터는

앞서 항공기의 횡방향 동역학식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로 정의하였다. 이 때,

GPS 신호와 항공기 등에 탑재된 지자기 센서 및

풍속센서(wind speed sensor)를 이용하여 항공기

의 목표 경로와 실제 경로와의 차이를 통해 각각

옆미끄러짐각과 동체좌표계에서의 도리각속도(yaw

rate)인 와 을 참값에 매우 근사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점차 정확성

이 높아지는 GPS 신호 및 그 신호의 처리 기술

과 지자기 센서 및 각종 센서들의 성능 향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GPS 신호는 SA(Selective Availability)라고 하

는 민간용 신호에 의도적인 에러코드를 함께 송

출하여 100m 내외의 수직 및 수평 오차를 발생

시킨 제한을 2000년 5월 2일부로 해제한 이후 위

치오차가 10m 내외로 신호의 정확도(accuracy)가

크게 향상되어 항법시스템 성능 향상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반송파 기반의 CDGPS 기술

및 GPS 신호 오차 보정시스템인 GBAS(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와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의 도입과 향후

GPS 위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호의 정확도는

1m 이하로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GBAS 경우 최종 정밀 착륙 유도를 위해 우리나

라에서도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상 보강시스템

이다. 또한 지자기 센서는 항공기가 지향하는 방

위각을 알 수 있게 하고, 풍속센서(Wind Speed

Sensor)는 항공기의 앙각(AoA ; Angle of Attack)과

옆미끄러짐각(AoS ; Angle of Sideslip)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13].

이러한 현재의 기술력을 근거로 항공기의 횡

방향 접근 제어를 위한 선형시불변 시스템(Time

Invariant System)의 상태방정식 및 출력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2)

               

이 때, 는 항공기의 횡방향 동역학을 나타내

는 시스템 행렬, 와 는 각각 입력 및 출력행

렬, 는 항공기 횡방향 동역학식의 상태공간모델

을 나타내는 상태벡터, 는 출력벡터, 는 입력

벡터로 정의한다. 이 중 가정을 통해 알고 있는

상태벡터를      이라 하고, 추정하고자

하는 상태벡터를      로 정의하면 식

(1)의 상태방정식과 출력방정식은 식 (3)와 같이

분리 가능하다[3]. 식 (2)에서 와 는 ×크

기의 단위행렬과 영행렬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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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축소차수 상태관측기의 상태방정식은 식

(3)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과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의 분리 및 상태벡터와 행렬들의 치환을 통

해 식 (4)과 같이 설계된다. 이 때, 식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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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측정된 출력값과 추정된 출력값의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득행렬이며, 는 추정된 상태

벡터를 의미한다.

   
    


  

(4)

하지만, 축소차수 상태관측기의 단점이기도 한

출력의 미분값( )으로 잘못된 정보가 증폭될 수

있으므로 다른 상태벡터 를 사용하여 식 (4)을

다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상태벡

터 를 식 (5)와 같이 정의하여 에 대한 축소차

수 상태관측기 동역학식을 식 (4)에 적용하여 식

(6)과 같이 만들 수 있다[3].

         (5)

         

       
(6)

식(4)의 미분값( )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상태

벡터 의 추정치 는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상태벡터 과 측정할 수 없어 추정한 상태벡터

로 이루어 졌으므로 축소차수 상태관측기 설

계를 위해 항공기의 횡방향 제어 시 가정한 와

이 측정 가능할 때 추정된 상태벡터 는 식 (7)

과 같이 표현된다.

 










 








     




 





 (7)

이렇게 식 (6)와 식 (7)의 과정을 거쳐 추정된

상태벡터 와 적절한 극점배치(pole placement)를

통해 선정된 이득행렬이 곱해진 결과가 다시 입력

에 사용되는 축소차수 상태관측기를 이용한 되먹

임 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은 시스템을 이루고 있

다. 그림 5에서  ,  , 는 식 (6)의 행렬 관련

식을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      →
 ,

       →
 ,    →



로 정의하였으며, 식 (6)은 식 (8)과 같이 간결한

형태가 된다.

              
 (8)

Fig 5. ROLSO를 이용한 되먹임 시스템

3.2 이득행렬 선정

축소차수 상태관측기를 이용한 되먹임 시스템

(feedback system)을 구현하기 위해 극점배치 설계와

축소차수 상태관측기의 폐루프 극점을 적절하게

선정한다. 이 때 사용되는 이득행렬은 MATLAB의

Control Toolbox에 있는 내장함수인 place를 사용

하여 구할 수 있다[5].

한편, 항공기의 횡방향 제어에 대한 상태방정

식을 위해 [10]의 고도 15,000ft에서 Mach 0.44로

비행하는 총 무게 190,000lb의 Douglas DC-8 항

공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식

(2)에서의 상태방정식을 나타내면 시스템 행렬인

와 입력행렬인 는 아래와 같다.

 






   
   

   
   





 

 






 

 
 

 






이 때, 극점배치 설계와 축소차수 상태관측기

의 폐루프 극점 설계 시 사용되는 이득행렬은 각

각 와 이라 정의한다. 여기에 되먹임 제어와

축소차수 상태관측기의 극점을 각각 와 
이

라 하고, 적절한 값들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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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득 행렬을 구하면 와 의 값은 다

음과 같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항공기의 횡방향 제어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PS 신호와 지자기센서

나 풍속센서와 같은 보조센서의 정보를 통해 옆

미끄러짐각 와 동체좌표계 상에서의 도리각속도

이 측정가능하고 항공기의 동체좌표계에 대한

갸웃각속도인 roll rate()와 관성좌표계에 대한

동체축의 갸웃각인 roll angle()을 측정할 수 없

다는 가정 하에 축소차수 상태관측을 통한 되먹

임 제어 시 각 상태벡터들의 원소인 상태변수 값

들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 때, 상태벡터인 의

초기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옆미끄러짐각은 10(deg), 동체좌표계 상에

서의 도리각속도와 갸웃각속도는 각각 35(deg/s),

10(deg/s), 그리고 관성좌표계에 대한 동체축의

갸웃각은 5(deg)로 설정하여 각 상태변수들의 추

이를 MATLAB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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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초기값에 대한  상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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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초기값에 대한  상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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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초기값에 대한  상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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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초기값에 대한  상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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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를 통해 상태변수      의 시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모든

상태변수들이 1초안에 “0” 값 근처로 수렴함을

볼 수 있다.

한편, 대부분 항공기의 운항속도(operating speed)가

고고도에서 Mach 0.8~0.92이며, 약 30,000ft이하의

저고도에서 330~360KIAS(Knots Indicator Air Speed)

의 속도제한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림 10에서와 같이 저고도에서 최대 운항속도를 의

미하는 VMO(Maximum Operating Speed)가 350KIAS

(약 650Km/h)인 B757 항공기의 경우 착륙을 위한

횡방향 속도를 VMO의 40% 수준인 260Km/h로

가정하여 항공기가 착륙 시 활주로 중앙선상으로

비행하기 위해 축소차수 상태관측기를 이용한 되

먹임 제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Fig 10. B757의 VMO 및 MMO[11]

이를 위해 Ⅳ장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초기

값이 주어졌을 때 260Km/h의 횡방향 속력을 갖

는 항공기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1

초간 이동거리 즉 약 72m의 횡방향 이동 범위

내에 안정적인 수평비행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된

다. 이를 통해 공역 상에서 비교적 작은 횡방향

이동거리로 활주로 선상의 위치제어가 가능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Ⅴ. 결 론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많은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 많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15][16].

하지만 항공기가 착륙 시 관제사나 조종사가 원

하는 방향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항공기

사고 중 이착륙 시 발생하는 사고가 감소되지 않

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자동착륙 시 항공기

의 횡방향에 대한 비행 제어를 다루었으며, 이

때 사용된 상태변수들이 초기값 설정 후 얼마나

빨리 안정한 수평상태를 유지하게 되는지 살펴보

았다.

향후, 본 논문에서 보인바와 같이 횡방향에 대

한 상태변수들의 안정화를 위한 제어뿐만 아니라

공항 근처의 공역에 항공기 접근 시 축소차수 상

태관측기와 다른 제어기법을 통해 착륙까지의 각

위치 별 항공기 자세 변화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

여 안전한 자동 착륙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

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잡음(noise)을 고려한 noisy system에서

많이 사용하는 칼만필터(Kalman Filter)와의 성능

비교를 통해 항공기 자동착륙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과 지상에서 항공기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링크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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