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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reasing demand for improved reliability and survivability of mission-critical systems is 

driving the development of health monitoring and Automated Contingency Management 

(ACM) systems. An ACM system is expected to adapt autonomously to fault conditions 

with the goal of still achieving mission objectives by allowing some degradation in system 

performance within permissible limits. ACM performance depends on supporting 

technologies like sensors and anomaly detection, diagnostic/prognostic and reasoning 

algorithms.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generic prototype test bench software 

framework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ACM systems for advanced propulsion systems 

called the Propulsion ACM (PACM) Test Bench. The architecture has been implemented for 

a Monopropellant Propulsion System (MPS)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e approach. A 

Simulink model of the MPS has been developed along with a fault injection module. It has 

been shown that the ACM system is capable of mitigating the failures by searching for an 

optimal strategy. Furthermore, the concepts of Validation and Verification (V&V) of such 

systems are introduced with relevant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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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상 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보다 높은 안

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의 경우, 그 신뢰성

(Reliability)과 생존가능성(survivability)을 확보하

기 하여 다양한 HM(health management)이나 

고장 허용제어(fault-tolerant control)와 같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장발

생을 감지할만한 성능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고장

을 항상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최

근에는 이와 련하여 NASA/DoD 등에서는 다

양한 군사 는 항공우주용 추진시스템

(Propulsion system)에 용을 하여, 시스템의 

기단계에서 오류의 검출  분류 목 으로 이

와 같은 기술을 목한 많은 추진시스템의 상태 

모니터링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1-4]. 

ACM(Automated Contingency Management) 시

스템은 특히, 차세  항공우주 추진시스템을 

해 응형 엔진동작 재구성의 필요성이나 강인한 

고장 응성과 갖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 추진시

스템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구 하여 실제 시스템에 용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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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으로 ACM 기술은 긴박한 시스템 오

류 상태를 바로잡기 하여 다목

(Multi-objective) 목 함수을 갖는 최 화 과정을 

수행하며, Table 1과 같은 이 들을 가질 수 있

다[5].

  본 논문은 이러한 이 을 갖는 ACM 시스템 

설계를 하여 단일추진시스템(Monopropellant 

propulsion system)에 하여 고장상태를 주입하

고 시뮬 이션 수행과정을 통하여 ACM 알고리

즘 자체의 평가를 한 test bench 개발에 하

여 기술하 다. 설계된 ACM 시스템을 하여 

Matlab/Simulink와 같이 매우 보편화된 공학  

랫폼을 용함으로써 범용성을 가지면서 성능 

좋은 추진 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2

장에서 ACM 시스템을 설계하기 한 일반 인 

해결방안과 원리를 기술하 으며, 3장에서는 

MPS(Monopropellant propulsion system)에서 

ACM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용방안에 하여 

기술하 다. 4장에서는 시뮬 이션에 필요한 시

나리오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시뮬 이션 결과를 

기술하 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계획에 하여 기술하 다.

Table 1. The merit of ACM system

장 내 용

Design safety 
margin

￭ 안 성에 한 제한 인 
설계한계  극복을 통한 시스템 
성능의 향상

Higher 
effective 
reliability

￭ 주어진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신뢰성 확보

Reduced 
human burden

￭ 시스템 자체의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른 사람의 작업부하 
경감

Accurate 
contingencies

￭ 기술 으로 한 
우연성(contingency) 확보 (이는 
시스템 운행을 정지하지 않고도 
그 상태를 복원할 수 있음을 
의미함)

Optimization 
of 

maintenance 
intervals and 
prioritization

￭ 시스템의 특정 부품에 한 
유지보수기간을 최 화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계획된 유지보수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의 우선 순 화 
가능

Ⅱ. Automated Contingency 

Management

부분의 동 시스템은 시스템 내부에 고장으로 

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신뢰성과 유효성(availability)은 

시스템이 독립 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 독립시스템

일 경우, 유효성은 그것이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는 비상태를 의미하며, 실 가능성 요소는 

시스템이 정상 으로 동작하는 상태가 얼마나 지

속 으로 제공 되어지며,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리고 안정성은 기 성

(confidentiality)을 가능한 보존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한다[6].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스템들

의 특성들이 독립 으로 고려되질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실제 실에서는 이들은 상호 의존 이

라 할 수 있다[7]. 를 들면, 실 할 수 없는 시

스템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러한 시스템은 어도 바람직한 동작을 하지 않

으며 한 어떤 시스템이 신뢰성을 보장받기 

해서는 시스템 개발의 모든 면에서의 신뢰받는 

것이 요구되고, 각 단계들은 설계  평가시 뿐

만 아니라 실제 구  시에도 고려가 되어야 하

며, 미래에 일어날 유지보수를 해서도 함께 고

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고장의 출 함에 있어서 그 시

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이를 해결하

는 방법으로 고장방지(Fault Avoidance), 고장제

거(Fault Removal), 고장허용(Fault Tolerance), 

그리고 고장회피(Fault Evasion) 크게 4가지 방법

으로 고려할 수 있다.  먼 , 고장회피는 설계 단

계에서 비 (validation)과 검증(verification) 과정

을 거쳐 기단계에서부터 가장 표 인 여러 

가지 고장들을 사 에 제거하는 방법을 의미한

다. 고장제거는 설계 단계에서의 검증을 거친 시

스템 상에 여 히 남아있는 고장들을 제거함을 

의미하고 고장허용은 시스템이 동작 에도 발생

될 수 있는 다양한 고장을 의미하며, 이때, 고장

진단 시스템은 해당 고장을 진단(diagnosis), 분

리(isolation), 인지(identification)과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장회피는 고

장이 발생되기 에 미리 측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를 해서는 우수한 방능

력을 가는 방진단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ACM 시스템은 고장회피와 같은 방진단능

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고장의 허용에 한 

제어의 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과 같이 언 한 4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고장 

진단 시스템에 한 다소 복잡한 설계 과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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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CM Requirements Definition 

비록 시스템의 성능평가가 하나의 응용 역에서 

다른 역으로 변화되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

에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매우 한 산업용 로세스에 하여 수행되거나 

설계가 행해질 경우에는 그 시스템은 어도 다음과 

같은 일반 인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5]. 

•Operation and support(O&S) cost: 고장 진단 

시스템은 상 시스템에 한 막 한 비용을 

이거나 안 에 한 보증이 요구됨.

•Open system: 한, 이러한 시스템은 상 

시스템이나 로세서의 인터페이스 변화가 

최소화되는 동안에 부시스템이나 구성요소의 변화, 

시스템 증축  교환 등이 최 한 용이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의 시스템 설계가 요구됨

• RAM-D: 시스템 신뢰성, 유효성, 보수능력과 

지속성 등의 요소가 필수 으로 요구됨

• Scalability: 필요한 데이터가 측정 가능해야 함

•User requirements: GUI등을 이용한 사용자 

편의성 도모

•Compatibility: 센서, 구성요소, 디바이스 등의 

호환성이 요구됨

※ RAM-D: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Durability

  Fig. 1은 시스템에 임의의 임무(mission)가 주어졌

을 때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4가

지 상태를 나타내며, 이를 극복하기 하여, 구 된 

ACM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목표와 특징을 나타내

고 있다. 그 4가지 상태는 Mission success, Safety, 

Reconfiguration, Fail-safe 모드로 구성되며, Mission 

success 상태는 시스템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된 상태

를 나타내며, 이때, ACM 시스템은 Safety 모드의 요

구항들을 만족하면서 Mission success를 구 하도록 

구성이 되어야 한다. Reconfiguration는 시스템이 목

표를 안 하게 수행하기 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만족되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 한 

최 으로 활용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에는 시스

템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redundancy와 같은 ACM 

시스템의 핵심 인 기능이 작용된다. 만약 임의의 상

황에서 이들  어느 것 하나라도 실  가능하지 않

다면, 시스템에 상되는 손실을 피하기 하여 

Fail-Safe 모드로의 변환이 고려되어질 것이다[8-9].

 
Reconfiguration 

Simplified vehicle controller designed with emphasis 
on safety as opposed to performance to provide the 
return-to-base capability. A more stringent V&V can 
be carried out on a simplified mode [1] . 

translates to

translates to 

Change trajectory 
Change timeline 

Utilize redundancy 
Alter thrust cycles 
Use alternative sensor 

translates to 

Alter the mission Reconfigure the control 

Fail-safe Mode 

Reach the desired altitude (orbit) through a 
preplanned trajectory and thrust cycle within 
acceptable bounds. 

- Stability
- Minimal excitation of structural modes 
- Observance of the structural limits 
- No divergent oscillations in states of the system 
- Stay within Flight Envelope 

translates to

translates to

Safety 

Mission Success 

Fig. 1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of an 
ACM system

본 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반드

시 도입되어야 하는 기본 인 방법론을 상세하게 기

술하고자 한다. 아래 기술된 바와 같이 ACM 알고리

즘을 제약조건을 갖는 최 화 문제로서 정의할 수 

있다. 

"사 에 정의된 시스템 제약조건과 시스템의 재 상

태가 주어지면, 최소비용과 높은 성공 확률을 가지고 

시스템이 원하는 상태에 도달될 수 있는 최 의 방법

을 찾는 일" 

이 최 화 문제를 정형화하기 해서는 우리는 모든 

요한 라미터나 제약조건을 포함하고 이를 검증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한다. 

2.2 ACM Criteria Identification 

시스템 동정(Identification)에 필요한 요한 기

들은 ACM에서 언 되어야할 모든 기  과정을 수

용하기 한 핵심 단계이다. Table 2에 이들 기   

일부가 정의되거나 분류되어져 있으며, 이 리스트는 

그 시스템이 유효한 것에 한 더 많은 정보로 확장

되어 이용될 수 있다. Table 2에서 좌변은 일반 인 

기 을 나타내며, 우변은 항공기 시스템 등에서 상

되는 해당 제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기 에 

한  리스트가 일단 완료되어야 이에 따른 최

화 문제의 구성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2.3 ACM Strategy

ACM으로 보호된 시스템은 FSM(Finite State 

Machine)에 의하여 Fig. 2와 같이 표 될 수 있

다. FSM 시스템은 Nominal state, Failure state, 

Fail-safe/Degraded state의 3가지 상태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이들 상태를 오가는 

다  상태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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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portant criteria to identify before 
ACM design 

- An alternative trajectory planning: may require 
longer time and more fuel
- Re-routing a gas path to avoid stuck valve
- Switching of some less important modules to 
conserve energy
- Employ analytical redundancy to overcome dead 
sensors, may need more computations & bandwidth
Alternative to abort the mission and come back 

Available alternatives for 
mission critical and safety 
critical operations and their 
costs/rewards

- Available fuel or any other energy sources
- Available time to accomplish mission without 
running out any of the resources
- Available computational memory, computational 
power and bandwidth of data channels

Consumable resources and 
their availabilities

- Aircraft surface temperature should not rise 
beyond a limit. Thus speed may be altered based on 
atmospheric conditions
- Inside air pressure should be bounded
- Excitation frequencies for various critical 
structural modes
- Rate of consumption of resources in different 
operating modes
- Most efficient rates of consumption in nominal 
modes

Design specifications 
(sustainable material 
property limits for 
temperature, shear and 
compressive stress etc)

- Roll rate within bounds
- Pitch rate within bounds
- Smooth mode transitions
- Sustainable body velocities (longitudinal, lateral 
and vertical)
- Safety related hardware

Safety critical parameters

- Constant fuel pressure in ignition chamber
- Adequate thrust generation for the planned 
trajectory
- Correct position sensing
- Engine related hardware

Mission critical components

- What actuators and valves can get stuck
- Pressure sensors may be broken
- Leakage of gas
- Excessive temperature
- Abnormal pressure increase
- Structural failures (crack on surface, failed 
mechanical component)
- Short circuit in electrical wiring or an open circuit

Fault modes and their 
relative severity

- An alternative trajectory planning: may require 
longer time and more fuel
- Re-routing a gas path to avoid stuck valve
- Switching of some less important modules to 
conserve energy
- Employ analytical redundancy to overcome dead 
sensors, may need more computations & bandwidth
Alternative to abort the mission and come back 

Available alternatives for 
mission critical and safety 
critical operations and their 
costs/rewards

- Available fuel or any other energy sources
- Available time to accomplish mission without 
running out any of the resources
- Available computational memory, computational 
power and bandwidth of data channels

Consumable resources and 
their availabilities

- Aircraft surface temperature should not rise 
beyond a limit. Thus speed may be altered based on 
atmospheric conditions
- Inside air pressure should be bounded
- Excitation frequencies for various critical 
structural modes
- Rate of consumption of resources in different 
operating modes
- Most efficient rates of consumption in nominal 
modes

Design specifications 
(sustainable material 
property limits for 
temperature, shear and 
compressive stress etc)

- Roll rate within bounds
- Pitch rate within bounds
- Smooth mode transitions
- Sustainable body velocities (longitudinal, lateral 
and vertical)
- Safety related hardware

Safety critical parameters

- Constant fuel pressure in ignition chamber
- Adequate thrust generation for the planned 
trajectory
- Correct position sensing
- Engine related hardware

Mission critical components

- What actuators and valves can get stuck
- Pressure sensors may be broken
- Leakage of gas
- Excessive temperature
- Abnormal pressure increase
- Structural failures (crack on surface, failed 
mechanical component)
- Short circuit in electrical wiring or an open circuit

Fault modes and their 
relative severity

Contingency는 시스템을 고장 상태로 만들 수

도 있으며, 만약 임의의 상태에서 해당 시스템이 

보수가 가능한 고장의 상태에 놓여있다면 시스템

은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 즉, 보수가 가능치 않은 시스템 

고장에 해 더 큰 험상태를 막기 해, 일단 

시스템을 고장-안  상태로 환한 후 외부의 수

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시스템 상태에 한 정보

를 통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Degraded 
Nominal 

State Space

Degraded 
Nominal 

State Space

Repairable 
Failures

Repairable 
Failures

FailuresFailures

Irreparable 
Failures

Irreparable 
Failures

Fault MitigationFault Mitigation

Fail-Safe / 
Degraded 

State Space

Fail-Safe / 
Degraded 

State Space

Configuration 
Changes

Configuration 
Changes

Unsuccessful 
Repair

Unsuccessful 
Repair

Nominal 
State 
Space

Nominal 
State 
Space

Failure 
State 
Space

Failure 
State 
Space

Fig. 2 ACM strategy for failure mitigation

Ⅲ. 사례연구

Fig. 3은 MPS(Monopropellant propulsion system)

를 사용하는 개념  원리가 설명된 체 인 이아

웃을 나타낸다. 미션 벨(Mission level)의 목표는 

외부 명령들로 응될 수 있다. 를 들면 시스템의 

다양한 입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리, 증가속도, 동작 

정지 명령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되면 Stateflow Model은 한 비용으로 가능

한 정정행  차를 수행하기 하여 의사결정자에

게 고장을 알리면 ACM 시뮬 이터가 구동되어 

Dynamic Cost Model등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자는 최

소비용과 같은 특별한 조건에 기 하여 결정하게 된

다. 이러한 정정 동작은 시스템 모델링에 용되어진

다. 한편 Fault Simulator는 밸  자체의 고장, 생산

라인의 조 기 오류나 추진가스의 수와 같은 다양

한 고장을 만들어 모의시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 MPS를 한 Simulink® model은 ACM 기

능을 갖는 CBM/ PHM(Condition Based 

Management/Prognosis and Health Management) 

개발을 한 테스트 벤치마크로서 구 되어졌다. 이 

MPS model은 NASA의 Fault Tree Handbook [10]

을 기반으로 HM(Health Management) 시나리오에 

합하도록 개발되었다. Simulink Model은 ACM 시

스템이 비 과 검증(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을 구 할 수 있도록 Fault Simulator는 

다양한 고장신호를 생성하여 체 시스템에 주입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 3 PACM Test bench using 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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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onopropellant Propulsion 

    System(MPS)

본 연구에서 용한 MPS는 과산화수소(H2O2)가 

매를 통과하여 산소, 물, 그리고 열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원하는 추력을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

되었다. 이 시스템은 압력 조 기인 RG에 밸  IV1

을 통해 공 하는 비활성 가스의 장 탱크를 가지

고 있다. 그 압력 조 기는 압력 감소를 감지하고 주

어진 설정값에서 압력을 유지하기 하여 밸 를 열

거나 닫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고압가스는 스러스트

(thrust) 분리 밸  IV2와 스러스트 챔버(thruster 

chamber) 분리 밸  IV3를 투입경로를 통해 주입된

다. MPS가 화되어 추진력을 갖기 해서는 일차

으로 벨  IV1과 IV2가 열려 TK 탱크로부터 고압가

스가 분출되어 PT에 압력을 가해 PT 내의 H2O2 를 

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이후 MPS는 보호 장치

를 갖추고 난 후에 벨  IV3를 열고 스러스트 챔버

에 들어가기 해 H2O2 투입을 허용하며, 이때, 고압

가스가 매를 운반하기 때문에 생산된 산소, 수증

기, 열로 분해되게 된다. 뜨겁게 팽창된 가스의 혼합

은 스러스트를 차례로 생산하는 스러스트 노즐을 통

해 주입되며 추력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

서 벨  IV2와 IV3사이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밸  RVI-4를 통하여 비활성가스를 빠져나가 

안정된 압력을 조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Fig. 

4는 이상의 MPS의 동작 구조를 나타낸다.

• TK_TEMP: Temperature of TK
• TK_PRESS: Pressure of TK
• TK_LEVEL: Level of TK GAS
• TK_OUT: Output of TK Gas
• PT_TEMP: Temperature of PT
• PT_PRESS: Pressure of PT
• Heater_TK: Heater for TK Gas
• RV1_OUT: Output of RV1
• RV2_OUT: Output of RV2
• RV3_OUT: Output of RV3
• RV4_OUT: Output of RV4
• IV1_OUT: Output of IV1
• IV2_OUT: Output of IV2
• IV3_OUT: Output of IV3
• RG_OUT: Output of RG

• TK_TEMP: Temperature of TK
• TK_PRESS: Pressure of TK
• TK_LEVEL: Level of TK GAS
• TK_OUT: Output of TK Gas
• PT_TEMP: Temperature of PT
• PT_PRESS: Pressure of PT
• Heater_TK: Heater for TK Gas
• RV1_OUT: Output of RV1
• RV2_OUT: Output of RV2
• RV3_OUT: Output of RV3
• RV4_OUT: Output of RV4
• IV1_OUT: Output of IV1
• IV2_OUT: Output of IV2
• IV3_OUT: Output of IV3
• RG_OUT: Output of RG

Sensor

Isolation Valve

Relief Valve

NotationsHeater_TK

TK_OUT

IV1

IV2

IV3

RV1_OUT
RV1

RV2

RV3

RV4

TK

PT

Thrust

IV1_OUT

RG_OUT

RG

RV2_OUT

RV3_OUT

RV4_OUT

PT_OUT

IV2_OUT

IV3_OUT

TK_TEMP

TK_PRESS

PT_PRESSPT_TEMP

TK_LEVEL

Fig. 4 The monopropellant propulsion 
system schematic

3.2 Simulink Modeling of Monopropellant 

Propulsion System

시뮬 이션을 하여 Fig. 4의 MPS 모델은 ACM

을 구 할 수 있도록 범용성과 유연성을 가진 

MATLAB의 simulink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 모델을 

구 하 다. 이 모델은 시뮬 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설계된 ACM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다

음과 같은 세가지 모듈로 구성하 으며, 각 모델과 

시뮬 이터 등은 Monopropellant Block, Fault 

Simulator Block과 Indicator Block등으로 Fig. 5와 

같이 구성하 다.

� 시스템 모델: Monopropellant Block

� 가상 고장 시뮬 이터: Fault Simulator Block

� 지시기(주의  경보): Indicator Block

Heater_TK

TK_OUT

IV1

IV2

IV3

RV1_OUT
RV1

RV2

RV3

RV4

TK

PT

Thrust

IV1_OUT

RG_OUT

RG

RV2_OUT

RV3_OUT

RV4_OUT

PT_OUT

IV2_OUT

IV3_OUT

TK_TEMP

TK_PRESS

PT_PRESSPT_TEMP

TK_LEVEL

Fig. 5 MPS model using MATLAB Simulink® 

시스템 모델은 가상의 추진시스템을 시뮬 이션하기 

한 것으로서 이 모델은 Fig. 6과 같이 다시 탱크 

시스템, 탱크를 가열하는 보일러시스템, 압력을 조

하는 압력 조 기 시스템, 그리고 추력을 조 하는 

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H e at er  S y s te mH e at er  S y s te m

P r e ssu r e R eg u lato r S ys t emPr e ssu r e R eg u lato r S ys t em
Ta n k  S y s te mT a n k  S y s te m

V alve  S y s te mV alve  S y ste m

Fig. 6 Monopropellant Block

이 모델에서 사용된 각종 라미터들은 완 한 시스

템의 구성성분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손쉽게 

수정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되어졌다. 가상 고장 시

뮬 이터는 MPS에 필요한 고장을 생성 투입하여 

ACM 시뮬 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시기는 온도, 압력등과 같은 다양한 센서로

부터 얻어진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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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Elements Assumptions Functional Description

Heater system ▪TK heater

▪Current(I) = constant

▪Resistance(R) = constant

▪Heat(Q) depends on on/off time t

Q
RtIQ 2=

t Q
RtIQ 2=

t

▪Transfer function is used for temperature 

  system 1
1
+s 1
1
+s

Tank system

▪TK level

▪TK pressure

▪TK temp

▪ Tank volume(V)=constant

▪ Tank pressure(P) depends on 
   temperature(T) and number of moles of 

gas(n)

Q P
nRTPV =n

▪ Tank level(LT) is related to propellant 

   consumption() by opening of IV3 and 

   RV1-4.

▪ Initial Tank level(Lini) =100

)( ∑−= nLL iniT &
LT

Linin&
)( ∑−= nLL iniT &

LT

Linin&

Regulator 
system ▪RG

▪ Output gas pressure(Po) depends on 

   input gas pressure(Pi) and set point(PSP)
Po

SPiSPo PPPP 〉= ,
otherwisePP io ,=

SPiSPo PPPP 〉= ,
otherwisePP io ,=

Pi

PSP

Valve system
▪IV1-3

▪RV1-4

▪ Each valve only has simplified as on/off 

   status and the flow(n) depends on on/off 

   time t

▪ The flow of gas or propellant (fc) = 

   constant

n
cPfn =&

t n
cPfn =&

t

Table 3. Assumptions for MPS Simulink® model

Simulink로 이상의 시스템을 구 함에 있어 

Table 3과 같은 몇몇 추론들이 모델링 작업을 단

순화하기 하여 도입되었다. 시뮬 이션을 하

여 고장발생 모듈을 사용하여 가상의 두 고장상

태를 만들었으며, 이때 ACM 시스템은 주어진 

고장 상황에 해 최 의 해를 도출하여 고장 상

태를 해결하도록 설계하 다.

3.3 Fault Scenarios

본 연구에서 고려한 MPS상의 두 가지 고장상태로

서 조 기의 고장과 가열 시스템의 고장에 한 두

가지 상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고려하 다. 

3.3.1 Regulator Failre 

일반 으로 시스템이 정상상태일 때에는 조정된 압

력(Pout)이 탱크 내부의 설정 압력값(Pset)에 추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다. 하지만, 연료탱크 내부의 압력 

Pin 이 설정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압력 조 기는 

원하는 압력을 만들 수 없게 되며, 이때의 출력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in > Pset → Pout = Pset 

Pin < Pset  → Pout = Pin 

정상 상태하에서 수행이 끝날 때까지 그 가스탱크는 

충분한 압력을 제공할 정도의 가스를 포함한다고 가

정한다면,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n 은 마지막

으로 수행될 때까지 Pset 보다 항상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 기의 고장은 임무의 수행 동안 

발생될 수 있으며, 이때, 그 조정된 압력 Pout 은 낮

은 값으로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제안된 고장완화 

방법은 조정된 압력을 설계단계 후의 단계에서 설정

값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Fig. 7 Schematic of the simulated regulator 
system

하지만, 조 기 출력압력 하에 하여 즉각 인 설

정값에 해 한 경제  비용과 계가 있다면, 

미션의 진행률과 탱크에 남겨진 가스의 잔량 등을 

통하여 설정값을 언제, 얼마나 많이 조 해야 하는지

에 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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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값의 증가는 탱크의 

가스 압력이 떨어질 때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며 이때는 귤리에터가 그 압력조  기능을 상실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하여 

ACM 시스템은 탱크의 히터를 가열하는 등 온도와 

비활성 가스탱크에서 가스의 압력을 높이게 된다. 하

지만, 히터를 켜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에 지 소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가열을 최소화하기 하

여 언제 히터를 꺼야 하는지도 결정하여야 한다. 더

구나 ACM은 단지 가스압력의 안 단계가 미션을 

해결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면 히터를 언제 정지할

지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Pin = IV1_OUT

RG1 FailureRG1 Failure

Pset

Final Mission Time

Pset (new)

RG_OUT

Heater ON

Strategy 1Strategy 1

Pin < PsetPin < Pset

Strategy 2Strategy 2

P
re

ss
ur

e 
(p

si)

Heater 
Turned OFF
Heater 
Turned OFF

Fig. 8 Simulated regulator failure scenario

3.3.2Heater Failure

  Fig. 9는 조 기 고장에 의해 구동된 히터의 고장 

시나리오를 보여 다. 그 고장은 히터가 ACM 시스

템에 의하여 꺼지도록 명령 받았을 때 발생한다. 즉, 

이때의 탱크압력은 높은 단계인 험 수 까지 증가

하며, 이 상황에서 ACM은 과된 압력을 낮추기 

하여 리릴  밸 (RV)의 하나를 열어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 그 밖의 결정이 RV의 개방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언제, 얼마나 길게 개방하는 가도 

결정되어야만 한다. 

Pin = IV1_OUT

RG1 FailureRG1 Failure

Pset

Final Mission Time

Pset (new)

RG_OUT

Heater ONHeater ON

Strategy 1Strategy 1

Pin < PsetPin < Pset

P
re

ss
ur

e 
(p

si)

Heater 
Turned OFF
Heater 
Turned OFF

Heater 
Failure

ACM reacts by 
opening RV1

Fig. 9 Simulated heater failure scenario

3.4 Cost Modeling

의 시나리오에 따른 ACM 용을 하여 Fig 

10과 같은 cost model을 설정하 다. 이 모델은 모든 

값을 계산하는 것에서 두 가지 요소를 가져온다. 장

애가 발생할 때마다 이 값들은 차후의 모든 시간 동

안 계산되며, 이 동작은 이 값들의 합이 최소가 될 

때마다 발생한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된 

두 가지 요소는 히터가 "ON"일 때의 시간과 미션을 

완료할 때까지 남은 시간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Cost of Heater_ON
Cost of extra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mission
Total Cost
Time at which the heater is turned on

Cost of Heater_ON
Cost of extra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mission
Total Cost
Time at which the heater is turned on

Cost of Heater_ON
Cost of extra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mission
Total Cost
Time at which the heater is turn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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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sts are dynamically computed and 
change depending on the current 
mission stag

고장이 발생한 후에 thrust level은 낮은 압력으로 인

해서 원하는 출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미션의 진

행 과정은 서서히 늦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멈추게 

되어 미션을 실패하게 된다. 만약 개정된 동작이 바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미션은 지정된 시간에 

완성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정된 행 는 

임의의 비용을 야기시키며, 다음 식의 비용을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 다.

22
_ )(05.00009.0 scheduledfinalONHeater tttCostTotal −⋅+⋅= (1)

즉, Fig. 10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시스템 수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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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간에 발생했을 때와 정상상태 단계에서 발생

했을 때의 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만약 장애가 미션의 후단에서 발생한다면 

히터가 즉시 켜져야 되는 것에 반하여 만약 그 장애

가 미션의 반부에서 발생한다면 그 히터는 즉시 

켜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히터를 켤

때의 비용과 미션을 완료하는데 요구되는 잔류시간

에 한 비용 두 가지를 고려하여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때의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3.5 ACM Model

MPS의 고장시 이를 감지 제어하는 ACM model

은 Matlab Stateflow toolbox를 사용하여 개발하 다. 

Fig. 11은 에 묘사된 고장 시나리오에 한 신호흐

름 선도를 보여 다. 시스템의 상태가 정상모드에서 

고장모드로 바뀔 때마다 그에 해당되는 비용은 계산

되며, 이때 그 비용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시스템

이 동작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Stateflow 모델은 

직  그 시스템의 상태에 근하는 Simulink Model

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압력, 온

도, 임무수행의 정도, 연료등  등과 같은 변수들은 

연속 으로 모니터되며, 어떤 요소가 정상상태를 벗

어나자마자 시스템의 운 은 이들 불규칙한 동작들

이 충분하게 개선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Fig. 11 ACM model in State flow 

Ⅳ. 시뮬 이션 결과

  설계된 ACM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러스트의 동작 에 압력

조 밸 (RG)의 고장에 따른 회복 동작특성을 시뮬

이션 하 으며, 두 번째 시나리오도 역시 스러스트

의 동작  압력조 밸 (RG) 고장이 단부  후

단부에서 연속 으로 야기된 경우의 고장회복 특성

을 시뮬 이션 하 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압력조

밸 (RG)의 고장이후에 발생되는 히터의 잇다른 고

장에 한 시나리오 상의 시스템 성능평가를 시뮬

이션 하 다.

4.1 Scenario 1

Fig. 12는 첫 번째 시뮬 이션 시나리오에 한 시

스템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  첫 번

째 그림은 시스템이 추진되어 thrust 모드가 시간 

t=10[sec]에서 동작됨을 보여 다. 미션이 진행되는 

과정은 두 번째 그림에 나타나 있으며, 세 번째 그림

은 thrust가 동작됨에 따라 탱크내부의 압력이 떨어

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12의 4번째 그림은 

조 기 고장이 시간 t=26[sec]에서 발생되어 그 압력

이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Fig. 12의 나머지 두 그

림은 각각 탱크내의 가스 온도와 벨을 각각 나타

내고 있다. 이때 ACM 시스템은 Fig. 12의 3번째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이 11.5[psi]에서 9[psi]로 

떨어질 때 t=27[sec]에서 즉각 으로 반응을 함을 볼 

수 있다. 이때의 조정 압력이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약 t=42[sec] 부근에서 가스 압력은 새로운 설

정값 주변으로 떨어지며, 조정된 압력은 다시 떨어지

기 시작한다. 이때, ACM 시스템은 t=59[sec] 부근에

서 압력을 증가시키기 하여 히터 가열을 시작하게 

된다. 이 게 가열되던 히터는 일정 압력이상에 도달

하게 되면 t=69[sec]부근에서 다시 가열을 멈추게 된

다. 하지만, t=92[sec]에서 그 압력은 다시 떨어지게 

되고 히터는 t=94[sec]에서 다시 가동이 되며, 이러한 

과정은 압력조 을 하여 계속 으로 반복될 수 있

을 것이다. 이 시뮬 이션 시나리오는 고장이 발생되

었을 때 미션 벨에 따라서 ACM 시스템의 결정은 

사 에 정의된 비용함수에 따라 변화되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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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gulator fault scenario simulation

4.2 Scenario 2

두 번째 시뮬 이션은 ACM이 연속 으로 시스템

을 모니터링하면서 고장발생시에 즉각 으로 이에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고장이 미션의 

후단부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정확한 교정을 통한 시

스템 운 의 어려움이 상되며, 미션을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여분의 시간에 한 비용이 상 으로 증

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주로 소량의 임

무만이 종단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정상동작시의 비

용과 비교했을 때 시스템 성능을 하시킬 수 있는 

다소 추가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Fig. 13 ACM continuously monitors the 
system

4.3 Scenario 3

이 에서는 조 기 고장 이후에 발생되는 히터의 

잇다른 고장에 한 시나리오 상에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시뮬 이션하 다. 시뮬 이션 결과에서 상 

출력으로는 탱크 내에서의 온도와 압력의 상승을 들 

수 있다. Fig. 14의 3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

간 t=69[sec]에서 히터 고장으로 온도가 격히 지속

으로 증가함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ACM에 의하여 심각한 고장상태로 인식될 것이다. 

그 결과 ACM은 시간 t=72[sec]부근에서 릴리 밸  

RV1을 약 1 간 열면서 반응을 시작한다. 이와 련

된 결과는 6번째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

스의 벨이 감소하여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시스템의 온도는 여 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탱크내부의 압력은 안 한 

벨까지 떨어지며, 시간 t=82[sec]부근에서 RV1은 다

시 열려 약간의 가스압력을 조 하게 된다.



10 이 진 ∙ 이권순 ∙ George VAchtsevanos 第16卷 第2號 2008年 6月 30日

Fig. 14 Regulator and heater faults in 
succession scenario 

Ⅴ. ACM Validation

비록 ACM 시스템이 주어진 고장 시나리오에 

하여 최 으로 수행되기 하여 설계되었다 하더라

도 4장에서 보여진 결과들은 최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우선 타당

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고장이 발생한 시간

을 무작 로 추출하여 최 화된 ACM 시스템의 성

능과 비교하게 된다. 

Fig. 15 Cost of extra time, given a failure in 
the pressure regulator 

Fig. 15는 미션을 정상 으로 마무리하기 한 여

분의 시간에 한 비용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 이는 두 ACM 시스템은 

압력 조  실패에 한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

능하 음을 나타낸다. 최  contingency 략인 히터

의 사용과 여분의 시간에 한 평균 비용을 유지함

으로써 자와 연 된 비용은 높게 기 될 것이다. 

이는 최 략에 한 효과가 미션의 기에 출 한 

고장에 해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Fig. 16 Cost associated with heater usage, 
given a failure in the pressure 
regulator 

Fig. 17 Total cost, given a failure in the 
pressure regulator 

 Fig. 16은 히터 사용 비용에 한 비 결과를 보여

다. 이로부터 최 의 경로가 충분한 에 지를 약

하면서 동일한 시간 내에서 근사 으로 미션을 성공

으로 마무리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결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Fig. 17은 최 화되지 않은 ACM

과 최 화된 ACM 시스템의 체 비용에 한 비교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비 의 결과가 최 화 루

틴이 원래의 목 을 제 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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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일반 인 로토타

입 테스터 벤치 소 트웨어와 PACM(Propulsion 

Automated Contingency Management)이라 불리는 

개선된 추진 시스템을 한 비 을 포함하는 ACM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에 한 검증

을 하여 설계된 ACM 시스템은 MPS에 용하

으며, 그 결과 ACM 시스템은 최 의 완화 략의 

탐색과 미션 단계에 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략에 의하여 고장을 효과 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

에 합한 일반 인 해결방안을 기술하 으며, 앞서 

언 한 몇몇 제를 통하여 검증이 되었다고 사료된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에 한 비 의 개념

이 련 제를 통하여 도입이 되었으며, 이상의 

ACM 설계 메카니즘은 항공기를 비롯한 각종 

트 제어  운 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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