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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유도탄 해치시스템 은 적재된 (Missile hatch system)

유도탄을 발사하기 위한 유도탄 발사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로써 유도탄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며 

기밀 방수 및 방탄(Air-tight), (Water-tight) 

등 여러 가지 외부 환경으로부(Ballistic-protection) 

터 유도탄을 보호하기 위한 해치 구조물이다 해치. 

시스템은 평상시 닫혀 있는 상태로 운용되지만 유, 

도탄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해치가 개방되

어야 한다 특히 해치는 총격 및 포탄의 파편 등에 . , 

의해 해치가 뚫리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만들어져 

크기에 비해 큰 부하특성을 갖는다 또한 유도탄 해. 

치시스템은 해치를 수직으로 상승시켜 개방한 후 

내부에 적재된 유도탄을 발사해야 하므로 해치의 

한쪽 끝단이 해치를 회전시키기 위한 힌지(Hinge) 

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큰 해치 부하를 끝단에서 , 

회전시켜야 하므로 상당한 크기의 부하 토크가 회

전축에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해치시스템은 해치 . 

개방에 따른 큰 부하 토크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동

차에서 널리 사용되는 동력 전달용 인벌루트 스플

라인 을 회전축으로 사용하고 있다(Involute sp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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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유도탄 해치시스템의 스플라인 백래시에 의한 토크 외란에 대하여 실험을 통한 분: 

석을 다룬다 유도탄 해치시스템은 무거운 해치를 수직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스플라인과 기어열을 사. 

용하고 있다 해치의 회전축에 적용된 스플라인은 일반적으로 큰 동력전달을 위한 자동차의 구동 부품. 

으로 사용된다 스플라인은 각도 백래시를 갖고 있으며 저크를 발생시킨다 또한 해치 스플라인의 백래. , . 

시는 해치의 흔들림 발생에 영향을 준다 스플라인 백래시와 해치의 흔들림은 해치 회전각 및 해치의 . 

가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실험적으로 분석된다 해치의 흔들림은 짧은 시간동안 육안으로 관찰되며 회전. , 

각의 변화 및 해치 가속도에 의해 측정된다 해치의 각 변화에 대한 변동형태 및 지속시간은 토크와 유. 

사하며 백래시에 의한 해치의 흔들림은 토크 외란을 발생시킴을 보여준다, .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experimental torque disturbance analysis of a missile hatch system by spline 

backlash. The missile hatch system uses a spline and gear train for vertical elevation of the heavy hatch. The 

spline used for the rotation shaft of the hatch is generally used for automotive driving parts that transmit 

high amounts of power. It has an angular backlash, which results in jerks. Backlash of the hatch spline 

influences hatch swinging. The spline backlash and hatch swing are experimentally analyzed by measuring the 

hatch's rotation angle and acceleration. Hatch swing is visually observable for a short period, and it is 

measured by measuring the rotation angle variation and hatch acceleration. The shape of fluctuation and 

duration time of hatch angle variation are similar to those of torque. This shows that the hatch swing due to 

spline backlash generates torque disturb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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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벌루트 스플라인은 인벌루트 기어와 마찬가지로 

치형을 인벌루트 치형으로 만든 것으로 각형 스플

라인 에 비해 이뿌리의 강도가 (Straight-sided spline)

크므로 큰 동력 전달이 가능하다.(1) 특히 인벌루트  

스플라인 샤프트 와 허브 는 동력 전달시 (Shaft) (Hub)

자동동심 이 보장되며 일반 기어제작(Self-centering) , 

에 필요한 동일한 장비에서 쉽게 가공되고 측정될 

수 있어 생산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스플라인은 기. 

어와 마찬가지로 회전시 발생하는 백래시(Backlash)

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비선형 특성을 나타낸다 백. 

래시는 한 쌍의 기어가 서로 부드럽게 맞물려 무리 

없이 회전하기 위한 기어의 치면 사이의 틈새를 말

한다 백래시를 만드는 틈새는 이론적으로 기어의 . 

기본 치수 가공 공차 및 조립 공차 등에 의해 생기, 

며 해치시스템에 사용된 자동차용 인벌루트 스플라

인에 대한 허용 공차는 규격에 KS(Korean standards)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스플라인의 가공 및 측정 오. 

차와 베어링 샤프트간의 거리 등 각종 조립 부품의 , 

누적 오차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백래시의 크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2) 일반적으로 기어를 사용하는  

기계시스템에서 백래시는 기어간 비접촉 틈인 데드

존 이 발생되는 비선형 특성이 있으며 백(Dead zone)

래시가 있는 제어시스템의 위치제어 또는 속도제어

를 위하여 회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백래시에 의

한 정상상태 오차가 발생한다.(3~4) 또한 기어의 백래 

시만큼 서로 맞물린 기어의 순간적인 접촉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 현상 등이 발생하므로 기어 이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계시스템의 수명에 영향

을 준다.(4~6) 유도탄 해치시스템은 해치를 수직으로  

상승시켜 개방시키기 위하여 전동기를 사용하여 회

전력을 발생시키며 기어열 과 링크를 통, (Gear train)

하여 해치의 스플라인 회전축에 회전력을 전달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해치는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스. 

플라인 회전축의 각도 백래시에 의한 흔들림(Swing)

이 발생한다 해치의 흔들림은 부하 토크의 변동으. 

로 해치의 회전축에 가해지며 결국 해치시스템을 , 

구동시키기 위한 전동기의 토크 외란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도탄 해치시스템의 모델링을 

통하여 부하 토크를 시뮬레이션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해치의 흔들림 회전축에 대한 . , 

회전각 및 해치시스템의 전동기에 전달되는 토크

를 측정하여 해치시스템의 백래시 및 부하 토크 

외란을 분석하였다 이 실험을 통하여 토크 외란. 

은 스플라인 백래시에 의한 해치의 흔들림에 의

해서 발생됨을 확인하였고 이 토크 외란으로 인, 

하여 해치시스템의 속도 추종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시스템 모델링 및 부하토크 분석2. 

2.1 시스템 구성 및 모델링 

은 해치시스템의 주요 구성 부품과 실험Fig. 1

을 위하여 제작된 시험장치이다 해치시스템은 . 

해치 샤프트 덮개 내부의 스플라인 축 크랭크, , 

축 기어박스 전동기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 , . 

해치를 수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회전력은 전동

기로부터 발생되며 전동기의 회전축은 기어박스

의 입력기어와 연결되며 기어박스의 출력은 , Fig. 

과 같이 해치의 잠금장치 작동을 위한 차 출력1 1

단과 해치를 회전시키기 위한 차 출력단으로 구2

성된다 차 출력단은 전동기의 회전과 동시에 . 1

회전을 시작하여 구속하고 있는 해치의 잠금장치

를 푼다 차 출력단은 잠금장치 작동 후 회전을 . 2

시작하여 해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크랭크축을 

회전시킨다 는 스플라인으로 가공된 해치. Fig. 2

의 회전축 연결 브래킷과 크랭크 암을 보여준다, . 

hatch
shaft

cover

gear

box

motor
crank

shaft

locking 

device

spline

shaft

bracket

(Test eq. of the hatch system)

2nd output

1st output

Fig. 1 Main hardware elements of the hatch system  
      and test equipment

Fig. 2 Spline shaft assembly configuration of the   
       hatch rotation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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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는 각각 해치 및 크랭크축의 아Fig. 3 Fig. 4

암 및 링크에 대한 모델 변수들을 나타낸다. Fig. 

의 해치 모델에서 해치 상승에 따른 스플라인 3

축에 작용하는 해치의 부하 토크 는 식 과 (1)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1)

여기서, 는 해치 무게, 는 해치의 상승 각

도, 는 무게 중심까지의 길이, 는 회전축에

서의 해치에 대한 관성모멘트, 는 해치의 각가

속도를 나타낸다 해치모델에 대한 변수들은 . 

에 나타냈다Table 1 .

는 크랭크축에 대한 모델로써 크랭크 는 Fig. 4 2

Parameters Values

Weight of hatch  105 

Moment of inertia  156.38×103 

Angle of hatch elevation  0° 90°

Length(from pivot to CG)  434.5 

Length of crank1  61 

Length of crank2  90.6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hatch model

Fig. 3 Model parameters of the hatch

Fig. 4 Model parameters of the crank shaft

해치의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어박스의 2

차 출력단과 연결된 크랭크 로부터 회전력을 전1

달받아 스플라인 회전축을 회전시킨다 는 . Fig. 5

크랭크 과 링크가 이루는 회전각 1 의 회전에 따

른 크랭크 와 링크가 이루는 회전각 2 와 해치의 

회전각에 대한 관계를 보여준다 크랭크 의 회전. 1

각 이 로 회전함에 따라 크랭크 의 회7° 172° 2∼

전각 는 의 범위로 회전하며 이때 해157° 58°∼

치의 회전각은 까지 회전하도록 조립되어 0° 90°∼

있다 로부터 해치의 상승각 . Fig. 5 와 링크가 

이루는 각도 과 와의 기구적인 관계식은 각

각 식 와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2) (3) .      

   ×
   

   ×   


  
   

   
 

          (2)

   ×
   

   ×   


  
     

           (3)

식 와 같이 크랭크 의 회전력 토크 (4) 2 는 

해치의 부하 토크 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으

며 크랭크 의 회전축에 대한 토크 , 1 은 식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cos 
   s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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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    and elevation angle   of the      

       hatch as crank1 shaft ro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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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서 (5) 는 크랭크 의 끝단에 걸리는 수직2

방향의 힘, 은 링크 길이 방향의 힘, 은 와 

가 이루는 각으로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은 크랭크 에 걸리는 수직방향의 힘을 나타낸다1 . 

은 단 감속을 위한 크랭크축과 전동기 사이Fig. 6 4

를 연결하는 기어박스내의 기어열을 나타내며, 

는 기어열을 구성하는 기어 및 축에 대한 잇Table 2

수 및 관성모멘트를 나타낸다 입력 기어 에 연. G1

결된 전동기에 작용하는 토크 은 식 과 같이 (6)

가감속시 토크 와 정속시 토크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감속시 토크는 관성모멘트와 각가속도에 . 

의한 토크  해치 부하토크 ,  마찰 등에 의한 , 

토크 로 구성되며 정속시 토크는 해치시스템의 , 

부하토크와 마찰토크로 나타낼 수 있다 정속시 토. 

크 는 시스템의 정속 운전시 발생하는 토크로써 

액추에이터에 전달되는 시스템의 순수한 부하 특성

을 나타낸다.

 

  

  

   

                    (6)

여기서 총 관성모멘트 , 는 식 과 같이 나(7)

타낼 수 있으며, 은 전동기의 각가속도이다. 

 ,  ,  , 는 에 있는 기어의 감속비로 Fig. 6

각각 이다2, 40, 1.43, 1.33 . 

    


 







  







  







  


 〈  〉



















              (7)

해치의 부하 토크 은 식 과 같이 나타낼 (8)

수 있으며 식에서 , 는 총 감속비로 이고152 , 

는 기어 효율을 나타낸다 스퍼어 기어의 경우 . 

이상이며 워엄 기어의 효율은 속도에 따라 95 % , 

다르다 또한 . 는 의 차 출력단의 토크Fig. 6 2

로써 크랭크 의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식 1

의 토크 (5) 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 따라. 

서 식 식 식 을 이용하여 식 은 식 (1), (4), (5) (8)

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해치의 상승각 (9) , 에 따

른 부하 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

  





              (8)

    cos 
cos sin  

              (9)

Table 2 Specifications of gear train

Components
No. of 
teeth

Moment of inertia
()

Motor rotor/shaft a1 -  4.7

Motor gear G1 18  0.302

Spur gear G2 36  4.276

Worm gear/shaft G3/a2 1  6.895

Worm wheel G4 40  80.661

Spur gear G5 35  29.140

Worm wheel shaft a3 -  1.014

Spur gear G6 50  106.096

Spur gear G7 30  22.821

Gear shaft4 a4 -  1.124

Spur gear G8 40  16.496

Spur gear G9 30  33.618

Gear shaft5 a5 -  4.998

 

Fig. 6 Gear train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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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토크 시뮬레이션 및 실험2.2 

은 해치시스템에 대한 부하 토크 실험을 Fig. 7

위한 시험 장치를 보여주며 은 전동기의 , Fig. 8

구동부터 정지 후 브레이크 작동까지의 실험절차

를 보여준다 해치시스템의 전동기에 전달되는 . 

해치의 부하 토크를 측정하기 위하여 과 같Fig. 7

이 전동기와 기어박스 사이에 토크 미터를 부착

하였다 해치시스템은 전동기의 회전과 함께 차 . 1

출력단의 회전에 의해 잠금장치가 해제된 후 해

치를 작동시키며 해치의 상승 위치가 가 되면 , 80°

전동기는 감속을 시작하고 가 되면 정지한 후 , 90°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해치의 상승각 와 . 80° 90°

에 대한 위치는 시험 장치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

치 신호를 통하여 알 수 있다.

Fig. 7 Load test setup for the hatch system

Hatch Elevation
(until hatch angle 90°)

Locking Device Release

Angle = 80° ?

Motor Deceleration

Angle = 90° ?

Motor Stop/Braking

Yes

Yes

No

No

Motor Rotation/
Torque Measuring

Start

End

Fig. 8 Load torque experiment procedure

는 기어박스에 있는 기어열의 속도에 따Fig. 9

른 측정된 토크 및 워엄 기어의 효율을 보여준

다 기어열의 토크는 로 나타났. 0.1 Nm ~ 0.2 Nm

으며 기어 효율은 제작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은 부하 토크 식 을 사용하여 . Fig. 10 (9)

해치의 각도 및 속도에 따른 전동기에 전달되는 

토크 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식 . 

의 기어열의 마찰 토크 (6) 는 에서 측정Fig. 9

한 토크를 사용하였으며 속도에 따른 워엄 기어, 

의 효율은 를 적용하였다 과 42 % ~ 63 % . Fig. 11

는 의 절차에 따라 전동기를 구동시Fig. 12 Fig. 8

켜 해치를 수직으로 까지 상승시키면서 0° ~ 90°

전동기에 전달되는 해치의 부하 토크를 측정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은 전동기의 회전 . Fig. 11

속도를 으로 하여 해치를 저속으로 상승100 rpm

시키면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 결과에. 

서 전동기에 전달되는 해치의 부하 토크는 정속 

구간에서 평균 로 나타났으며 해치시스템4.3 Nm , 

의 부하 토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인 Fig. 10

의 정속 조건에서의 해치 상승 각도에 100 rpm 

따른 최대 부하 토크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는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 Fig. 12 3000 

으로 하여 해치의 상승 속도를 최대로 증가시rpm

켜 구동시킨 후 전동기에 전달되는 부하 토크를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결과에서 해치시스템의 부. 

하 토크는 정속 구간에서 평균 임을 보2.75 Nm

여주며 의 동일 속도 조건에서의 부하 토, Fig. 10

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인 최대 부하 토크 크

기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 

속 조건인 에서의 실험 결과와는 다른 100 rpm 

특성으로 해치의 상승 속도가 증가하면서 전동기

에 전달되는 부하 토크 변동 특성이 크게 나타남

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인 . Fig. 10

의 전동기에 작용하는 부하 토크 외에 해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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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atch load torque simulation for angle 

Fig. 11 Load torque variation at 100 rpm speed

Fig. 12 Load torque variation at 3000 rpm speed

스템의 속도 증가에 따른 토크 외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속도 , 

증가에 따른 전동기에 작용하는 해치시스템의 부

하 토크 외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스플라인 백래시 분석3. 

해치시스템은 해치 회전축의 스플라인과 기어

박스의 기어열에 대한 백래시가 존재한다 백래. 

시는 기어가 맞물려 회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틈

새이며 기어의 가공 및 조립 공차 등에 의해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기어를 사용하는 제어시스. 

Fig. 13 Circular direction backlash and normal      
         direction backlash

템에서는 조립 상태에서의 시스템의 백래시 크기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어에 대한 . 

백래시는 원주방향 백래시 법선방향 백래시 및 , 

각도방향 백래시 등으로 나타낸다 은 서. Fig. 13

로 맞물리는 기어의 원주방향 및 법선방향의 백

래시를 나타낸다 원주방향 백래시 . 는 상대기

어를 고정하고 맞물리는 기어가 상대기어의 치면

에 접촉할 때까지 최대로 회전시킬 (Tooth surface)

수 있는 피치원상의 호의 길이로 나타내며 법선, 

방향 백래시 는 한쪽 치면 이 접(Tooth surface)

촉한 상태에서 다른 쪽의 치면 사이의 틈으로 치

면의 법선방향의 최단거리로 나타내며 원주방향 

백래시와 법선방향 백래시와의 관계는 식 과 (10)

같이 나타낸다.(7 9)∼ 또한 각도 백래시  는 상대

기어가 일정한 위치에서 고정되었을 때 다른 한

쪽의 기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회전각이며, 

식 과 같이 원주방향 백래시로 (11) 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7 9)∼

  cos cos             (10)

 


             (11)

여기서, 은 피치원에서의 기어 이의 압력각, 

는 기어의 비틀림 각으로 스플라인과 평기어의 

경우 이며0° , 는 기어의 기준원 지름으로 Table 3

에 변수를 나타냈다 는 다이얼 게이지를 사. Fig. 14

용하여 스플라인의 원주방향에 대한 백래시 측정

을 보여준다 스플라인 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축에 . 

조립되어 있는 아암을 최대로 회전시킨 후 측정된 

원주방향의 이동 거리는 이며 식 0.41 ~ 0.45 mm , 

에 대입하여 계산된 스플라인의 각도 백래시는 (8)

로 나타났다 또한 해치시스템의 백래1.12° ~ 1.22° . 

시는 스플라인과 기어열을 포함하는 백래시의 합

으로 나타나며 와 같이 해치 회전축에 리졸, Fig. 15

버 를 부착하여 측정할 수 있다(Resol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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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s of spline

Parameters Values

Pressure angle of gear  20°

Diameter of pitch circle  42 mm (×)

No. of teeth  28

Module of gear  1.5

Fig. 14 Circular direction backlash measurement of  
        hatch spline

Fig. 15 Backlash measurement of the hatch rotational 
shaft

Fig. 16 Backlash measurement configuration for 90°  
       and 30° of the hat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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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result of total angular backlash measurement 
of the hat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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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result of hatch rotation angle          
          measurement by the spline backlash

Fig. 19 The schematic of the driving system for 
the hatch elevation

과 같이 해치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Fig. 16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도록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

크를 작동시킨 후 해치가 최대로 움직이는 각도 

백래시 을 측정하고 해치가 사이에서 , 0° ~ 90° 

상승하는 경우를 고려한 에서 기어열을 고정30°

시킨 후 스플라인 백래시만큼 움직이는 해치의 

스플라인 각도 백래시 을 측정할 수 있다. Fig. 

의 측정결과에서 해치시스템의 총 각도 백래시17

는 최대 이며 의 스플라인 측정결과로 3.4° , Fig. 14

부터 기어열에 대한 각도 백래시는 2.18° ~ 2.28°

임을 알 수 있다 은 해치를 정도 상. Fig. 18 30° 

승시킨 후 스플라인 백래시만큼 해치가 흔들리는 

경우 회전각을 측정한 결과로써 최대 로 측정1.2°

되었으며 리졸버의 최대 정밀도가 임을 고려0.1°

하면 의 다이얼 게이지 측정 결과와 오차Fig. 14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해치를 수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해Fig. 19

치시스템의 구동 개념을 보여준다 큰 중량의 해. 

치를 수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전동기의 회전력

은 기어를 통하여 해치의 회전축인 스플라인으로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기어를 사용하는 동력 전. 

달 시스템은 기어 백래시에 의한 데드존(Dead 

이 존재한다 데드존은 순간적인 비접촉 구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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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 schematic of the gear assembly and 
spline dead zone by backlash

간으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 발

생하나 본 논문의 해치시스템은 해치를 상승시, 

키기 위하여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변경하지 않

는다 따라서 의 좌측의 기어열에서 보여 . Fig. 20

주듯이 기어는 연속적인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는 경우 데드존 영역을 경험하지 않으므로 백

래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0,11) 그러나  

해치시스템은 의 우측의 스플라인과 해치Fig. 20

의 개념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치의 회전축으로 

사용하는 스플라인 축과 허브의 맞물리는 이간 

백래시에 의해 스플라인 허브를 중심으로 Fig. 18

에서 측정된 각도 백래시만큼 해치가 상하로 자

유롭게 흔들릴 수 있는 틈이 있음을 보여준다.

토크 외란 분석4. 

기어 커플링 등과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 

제어시스템은 백래시에 의한 제어시스템의 시간지연, 

정상상태 오차 기계적인 진동 및 충격 등이 발생된, 

다.(12~17) 본 논문의 해치시스템은 과 같이 해 Fig. 20

치의 회전축으로 사용하는 스플라인 백래시에 의한 

데드존이 존재하며 측정된 백래시 크기만큼 해치의 , 

흔들림에 의한 스플라인 이의 부딪침에 의한 토크 

외란이 발생된다 스플라인 이가 백래시 구간을 지나 . 

서로 접촉하는 단순한 모델을 에 나타냈다 스Fig. 21 . 

플라인 축과 허브는 동심으로 회전을 하며 이가 백, 

래시 구간을 지나 식 의 조건에서 접촉이 발생된(12)

다 이때 피치원상의 접촉점에서의 힘 . 와 피치원 

반경 에 의해 전달되는 토크는 식 과 같이 간(13)

단히 나타낼 수 있다.(18) 

  ≥  (12)

   ×              (13)  

Fig. 21 The simplified tooth model of s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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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omparison of the hatch acceleration for 
increase of hatch rotation speed

식 에서 (12) 과 는 이의 이동거리이며, 는 

백래시 크기를 나타낸다 식 에서 힘 . (13) 는 기

어가 정상적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힘이며, Fig. 

과 같이 본 논문의 해치시스템 스플라인 백래20

시 구간에서 해치의 상승시 흔들림이 발생하므로 

역으로 이의 부딪침에 의한 임펄스 형태(Impulse) 

의 힘이 발생한다 기어에서 백래시에 의한 임펄. 

스 형태의 힘은 탄성복원력(Elastic restoring force)

과 점성감쇠력 의 합으로 (Viscous damping force)

비선형 특성을 나타낸다.(19,20) 해치시스템의 토크  

외란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 장치는 과 같Fig. 7

고 측정을 위하여 가속도계 리졸버 토크미터를 , , , 

실험 장치에 부착하였다 해치 상승시 해치의 흔. 

들림 크기를 알 수 있도록 해치의 가속도와 스플

라인 축의 회전 각도를 측정하고 구동 속도에 , 

따른 전동기에 전달되는 부하 토크 변동을 측정

하였다 는 전동기의 속도에 따른 해치의 . Fig. 22

상승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치의 흔들림 크기

를 나타내는 가속도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구동 . 

속도별로 해치의 흔들림 가속도 크기를 비교하였

으며 해치시스템의 상승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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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의 흔들림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 

에 나타낸 접촉하는 힘 (13) 는 해치의 흔들림에 

의해 반복적인 임펄스 부하로 작용하여 변동하는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은 와 같은 해치의 흔Fig. 23 ~ Fig. 26 Fig. 22

들림에 의하여 역으로 전동기에 전달되는 토크 

외란을 측정한 결과들이다 은 해치의 상. Fig. 23

승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동기의 구동 속도를  

각각 으로 회전시키면서 해2000, 2500, 3000 rpm

치를 수직으로 상승시키면서 부하 토크를 측정한 

결과이다 는 의 결과로 부터 시간 . Fig. 24 Fig. 23

영역을 로 확대하여 토크를 비0.25 sec ~ 1.5 sec

교한 결과이다 에서의 초기 작동 구간에. Fig. 23

서는 기어박스 및 잠금장치 작동을 위한 토크가 

발생하며 잠금장치 작동이 완료된 후 이, 0.3 sec

후에 해치가 작동되면서 토크 외란이 크게 발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는 속도가 . Fig. 24

높을수록 해치의 흔들림이 커져 토크 외란의 크

기도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토, 

크 외란은 감쇠되어 에서 임펄스 형태의 1.37 sec

토크 변동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는 전동기 속도를 각각 으25 500, 1000, 1500 rpm

로 회전하면서 토크를 측정한 결과로써 은 Fig. 26

의 결과에 대한 시간 영역을 Fig. 25 0.5 sec ~ 1.5 

로 확대하여 토크 외란을 비교한 결과이다sec . 

에서 속도가 인 경우 임펄스 형태Fig. 26 500 rpm

의 토크 외란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속도가 인 경우 토크 외란의 1000, 1500 rpm

크기는 의 결과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아졌Fig. 23

으며 토크 외란의 주기는 의 해치 흔들림, Fig. 22

의 주기를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해치시스템에 대하여 최대 속도 Fig. 27 3000 

인 사다리꼴 형태의 속도 프로파일을 추종하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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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Torque disturbance for 2000, 2500 and     
3000 rpm

는 전동기의 속도 응답과 해치의 스플라인 회PI 

전각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다 해치가 상승하면. 

서 전동기의 속도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스플라인 회전축의 각도 변동은 가속구, 

간 와 정지구간 인 에서 주로 0.5 sec 1.9 sec Jerk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은 해치가 상. Fig. 28

승 및 정지하면서 발생하는 해치의 스플라인 회

전축에 대한 각도 변화를 측정하고 전동기의 속, 

도 추종 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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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mparison of the torque disturbance for   
        2000, 2500 and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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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Speed response and hatch angle variation   
        for 3000 rpm

Fig. 28 Comparison of the hatch swing rate and    
        the motor speed response for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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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The hatch swing rate and motor speed    
response between 0.25 ~ 1.25 sec

초기에 상승하면서 크게 흔들리다가 서서히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치의 주기적인 흔들, 

림에 따라 전동기의 추종 속도 응답에 영향을 주

어 속도 오차를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해치의 흔들림에 따른 부하 변동 토크가 역으로 

전동기의 토크 외란으로 작용하여 추종 오차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의 . Fig. 29 Fig. 28

결과에 대한 시간 영역을 로 확대0.25 ~ 1.25 sec

하여 나타낸 결과로써 해치가 흔들림을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의 주기 및 지속시간 이 (Duration time)

에서의 구동 속도 에 대한 토크 Fig. 23 3000 rpm

외란의 형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해, 

치의 흔들림이 토크 외란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룬 해치. 

시스템의 토크 외란은 스플라인 회전축의 백래시 

구간에서 해치가 흔들리면서 맞물리는 이의 반복

적인 부딪침으로 인하여 임펄스 형태로 나타나

며 해치의 흔들림이 감쇠한 후 크기가 잦아드는 ,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플라인 백래시에 의한 . 

해치의 흔들림은 기계적인 감쇠 진동 시스템과 

유사한 응답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큰 중량의 해치를 구동시키기 

위한 유도탄 해치시스템에 대한 부하 토크를 시

뮬레이션하고 토크 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 

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해치의 흔들림 가속도 회. , 

전축에 대한 백래시 및 회전 변화를 측정하여 해

치가 상승하면서 에서 흔들림이 발생함을 알 Jerk

수 있으며 이러한 해치의 흔들림은 스플라인 백, 

래시에 의해서 발생되어 해치시스템의 토크 외란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

다 본 논문에서 해치시스템의 백래시에 의한 해. 

치의 흔들림은 일반적인 감쇠 시스템의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전동기의 , 

임펄스 형태의 토크 외란으로 작용하여 해치시스

템에서 요구하는 속도 프로파일에 대한 속도 추

종 오차를 발생시킴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에서의 Jerk

해치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속도 프로파일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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