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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multiple hydraulic servo actuators are installed on one control surface of 

aero-dynamically highly loaded condition aircraft for redundancy management to satisfy flight 

control safety requirements. If motions of multiple actuators are not synchronized, control surface 

is deformed from its free stressed state. In result, force fight conditions are generated on each 

actuator due to restoration reaction force of deformed control surface. In addition, force fight is 

induced from severe initial rigging tolerance. Force fight condition of multiple actuators affects 

control accuracies and reduces operational life of actuators and control surface due to fatigue 

phenomenon. In this study, we designed controller using force feedback to reduce force fight of 

duplex servo actuation system.

   록

항공기의 자세제어를 담당하는 각각의 비행 조종면에 복안정성 등의 이유로 여러 개

의 작동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작동기들이 동시에 정확하게 같은 치로 이동

하지 않으면 비행조종면에 변형이 발생한다. 그 결과 변형된 조종면이 원래 상태로 복원하

려는 힘에 의해 작동기들 간에 force fighting이 발생한다. 게다가 force fighting은 각 장치

들의 기 허용 오차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다  작동기간의 force fighting 상은 제

어정 도에 향을 미치고 피로 괴의 원인이 되어 작동기와 비행조종면의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서보작동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force fighting을 감소

하기 하여 힘되먹임제어를 사용하는 제어기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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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의 롤, 피치, 요 방향의 자세제어를 담

당하는 각각의 비행조종면에 복안정성 등의 이

유로 여러 개의 유압작동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조종면에 연결된 다 유압작동기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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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규격의 작동기를 사용하더라도 작동기에 사

용되는 재의 마찰이나 조립 공차, 외부 부하 

등에 의하여 여러 작동기가 동시에 정확하게 같

은 치로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비행조종면에 연결

된 작동기들 사이에 목표 치로부터 서로 다른 

치오차들이 존재하고, 여기서 발생한 치오차

로 인해 각각의 작동기들이 비행조종면을 두고 

서로 고당기는 힘이 발생된다. 이러한 상을 

force fighting 상이라고 한다. Force fighting 

상은 비행조종면의 피로 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공기의 안 성 측면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상이다. 기존의 항공기에서는 force 

fighting 상을 제거하기 하여 이륙 에 작동

기들 간의 치오차를 이기 해 볼트를 조여 

치오차를 이는 방법이나 비행조종면의 강성

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 주로 기계 인 방법을 사

용하 다. 근래에 들어서는 항공기의 경량화 요

구와 항공제어기법의 발 에 따라 force fighting 

상의 제거 방식도 제어기법을 이용한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동기의 치오

차로 인해 발생되는 힘을 다른 종류의 센서를 이

용하여 측정을 하고 측정된 힘을 되먹임하여 

force fighting 상을 감소시키는 제어방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 시스템 모델링  시뮬 이션

2.1 시스템 구성

항공기의 자세제어를 담당하는 비행조종면에  

 다  유압구동시스템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 발

생하는 force fighting 상을 연구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작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하여 분석  시험을 수행하 다. 

비행조종면을 작동시키기 하여 주 비행제어 

컴퓨터에서 각각의 작동기로 구동명령이 인가되

면 그 신호는 앰 를 통해 입력 압에 비례하는 

류신호로 변환되어 서보 밸 로 보내진다. 이 

신호에 따라 작동기의 피스톤이 운동을 하게 되

는데 이때 외부 부하, 조립 공차, 기계 인 치수 

오차로 인하여 두 작동기간에 치오차가 생기

고, 이로 인하여 작동기와 비행조종면 사이에 압

축력 는 인장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두 힘의 

합이 작동기들간의 힘 싸움이라 불리는 force 

fight 상이다. 본 논문에서 force fight 상을 

찰하기 해 선정한 유압 서보작동기는 선형 

치 서보작동기로, 피스톤이 공형으로 제작되

어 내부에 변 측정 센서인 차계

(potentiometer)가 내장되어 있다. 이는 제어입력

에 한 서보작동기의  치를 측정하여 제어

회로로 되먹임시켜 오차신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와 같은 시스템의 모델링을 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제로 하 다.

(1) 시스템의 공 압력  는 일정하고 귀환압

력  은 0이다.

(2) 서보 밸 의 오리피스(orifice) 개구면 은 

밸 스풀(valve spool)변 에 하여 비례하는 특

성을 갖는다.

(3) 실린더 각 격실 내의 압력분포는 균일하다.

(4) 공동 상(cavitation)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서보밸 는 임계 립밸 (critical center 

valve)이며 칭 이다.

(6) 작동 유체의 온도와 도는 일정하다.

Force fight 상을 감소시키기 한 노력은 

과거에서부터 재까지 꾸 히 진행되고 있다.[2 

~ 4] 과거에는 조종면을 여러 겹으로 덧 어 익

면의 강성을 높여 치오차를 이거나 이륙  

검사를 통해 작동기들 사이에서 발생한 치오차

를 수동으로 이는 방법으로 force fight 상을 

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 인 방법은 항공기

의 체 량을 상승시키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재는 사용되지 않는 방식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작동기의 치오차로 인해 발

생하는 힘을 되먹임시키는 제어기법을 사용하여 

force fighting 상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치서

보 구동장치시스템과 힘 되먹임 제어시스템을 합

성한 제어기의 블록선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서보앰 를 통해 구동명령 신호를 받은 

유압작동기(EHA, Electro-hydraulic Actuator)는 

되먹임 신호로 피스톤 로드의 치와 작동기 각 



항공우주기술 제12권 제1호

56․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격실의 압력차로 인해 발생한 힘이 출력된다. 블

록선도 상부의 되먹임 제어회로는 치서보 제어

를 수행하고 하부는 힘 되먹임 제어를 수행한다. 

힘 되먹임 제어기의 입력신호는 실린더의 확장 

 수축 격실의 압력차로부터 발생하는 힘이 

정한 이득값으로 증폭된 후 치서보 제어기의 

이득값으로 증폭된 치오차 신호에 합성되어 서

보밸  구동 류를 생성하는 서보앰 에 달된다.

그림 1. 힘되먹임 제어 블록선도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조종면에서 발생하는 

force fight 상을 찰하고, force fight 상을 

감소시키기 한 제어기 설계를 하여 세 가지 

모드를 설계하여 비교하 다. 첫 번째 모드는 두 

개의 작동기 모두 치오차를 되먹임시켜 치제

어만을 수행하고, 두 번째 모드는 두 개의 작동

기를 치제어 한 상태에서 작동기 2는 힘을 되

먹임시켜 힘제어를 함께 한 경우이다. 마지막으

로 세 번째 모드는 두개의 작동기 모두 치제어

와 힘제어를 함께 한 경우이다. 첫 번째 모드에

서 치제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force fighting 상의 크기를 찰하고 그 결과

를 두 번째, 세 번째 모드에서 힘제어를 통해 

force fighting 상의 감소한 정도를 비교하기 

한 자료로 사용한다. 그림 2 ～ 4는 세가지 모

드에 한 개략 인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그림 2. 작동기 1, 2 : 치제어

 

그림 3. 작동기 1 : 치제어, 작동기 2 : 치제어 + 힘제어

그림 3. 작동기 1, 2 : 치제어 + 힘제어

2.2 시스템 모델링

  2.2.1 서보밸

유압서보밸 의 입력 류와 스풀밸 의 변

는 일반 으로 다음 식과 같이 2차 시스템으로 

모델링한다.









 


(1)

여기서, 는 서보밸  스풀의 변 이며, 

는 서보밸 의 이득으로 단  류당 운동한 서

보밸  스풀변 이다. 은 서보밸 를 선형 2차

식으로 모델링하 을 경우의 고유진동 주 수, 

는 감쇠비, 는 서보앰 에서 서보밸 로 공

하는 구동 류이다. 

  2.2.2 오리피스(orifice) 유량방정식

서보밸 의 각 오리피스에 해서 베르 이 

방정식(Bernoulli's equation)을 용시키고, 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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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 에서 서보작동기로 공 하는 유량은 서보밸

 스풀과 슬리  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면 이 

직사각형 형태이므로 스풀변 에 선형 으로 비

례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식(2)와 같은 오리피스

(orifice) 유량방정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i f ≥ 

 




  i f   

 




  i f ≥ 

 




 i f  

(2)

                  
  식에서 는 유체 방출계수(discharge 

coefficient)로 개부면 부의 모서리를 리하게 

가공한 경우 난류유동에 하여 개구부 형상에 

무 하게 0.61 수  정도의 값을 갖는다. 는 서

보밸  스풀과 슬리  사이에 형성되는 유로 개

구부의 오리피스의 면  구배(orifice area 

gradient) 계수로 서보밸 의 정격 유량과 스풀

의 정격 행정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2.2.3  서보 앰

서보앰 는 추종 제어입력과 서보작동기의  

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변  오차신호를 증폭하

여 서보밸 에 입력 류를 공 하는 역할을 수행

하며 식(3)과 같은 선형성을 갖는 일차 비례식으

로 모델링하 다.

            

 ∙ (3)

 식에서 는 치제어 서보작동기의 제

어입력과 재 추종 치와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

차신호이며, 는 서보앰 의 류 증폭 이득

으로 단 오차 신호에 한 출력 류값과 같다.

  2.2.4 연속방정식

서보작동기의 피스톤이 진할 때 확장 격실

에서 유압작동유가 유입되어 피스톤을 운동시켜 

제어입력으로 주어진 치를 추종한다. 수축 격

실은 피스톤의 운동과 서보밸 의 귀환측 오리피

스에 의하여 형성된 배압으로 유동이 발생하여 

유압시스템의 장조로 유압작동유가 귀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압작동유의 유동은 질량보존

의 법칙으로부터 유도된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에 의하여 확장 격실은 식(4), 수축 격

실은 식(5)와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4)

        








(5)

 

 식에서 은 서보작동기 내부 설 계수

(internal leakage coefficient)로 확장  수축 격

실 간에 발생하는 단 압력차  단 시간당의 

설량의 크기를 나타낸다. 은 외부 설 계

수(external leakage coefficient)로 확장  수축 

격실에서 서보작동기 외부로 설되는 단 압력

차  단 시간당의 설량 크기를 나타낸다. 

  는 서보작동기의 확장  수축 격실

의 용  부피이다. 는 유압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유압작동유(hydraulic working fluid)의 체

탄성계수(bulk modulus)로 식(6)과 같이 정의

된다[5]. 즉 단  체 의 유압작동유에 한 가압

력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피의 변화비율의 

역수로서 유압작동유의 스 링 상수와 같은 역할

을 수행하는 물질 계수이다.

      


∙∆

∆
(6)

체 탄성계수는 치서보 유압시스템의 제어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성능 인자인 제어강성

(control stiffness)에 직 인 향을 작용시킨

다. 체 탄성계수는 유압작동유에 용해되어 있는 

공기  혼입되어 있는 기포에 의하여  낮은 값

을 갖게 되며 이는 유압시스템의 응답성을 둔화

시키고, 제어강성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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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힘 평형 방정식

하나의 비행조종면에 두 개의 작동기가 체결

되어 있는 시스템의 힘평형 방정식은 각각의 작

동기의 격실에서 발생하는 압력차로 인해 피스톤

의 유효면 에 작용하는 힘, 치 차로 인해 조

종면에 발생하는 힘과 감쇠력(damping force), 

재(seal) 마찰력을 고려한 식(7)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7)

 

여기서, 는 작동기 변 , 는 피스톤 질량, 

는 감쇠계수(damping coefficient), 는 재

(seal) 마찰력, 첨자의 1은  1번 작동기, 2는 2번 

작동기를 나타내며 는 조종면에 작용하는 압

축력이고, 는 조종면에 작용하는 인장력으로 

식(8)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8)

 여기서, 는 조종면 체에 한 강성

(stiffness)이다.

2.3  시뮬 이션

비행조종면에서 발생하는 force fighting 상

을 찰하기 하여 상용 해석 로그램인 

MathWork사의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을 한 모

델은 수학  모델링을 바탕으로 [1]의 서보작동

기 해석모델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그림 4는 

두 작동기 모두 치제어만을 수행하는 모델이고 

그림 5는 치제어와 힘제어를 모두 수행하는 모

델이다.

시뮬 이션은 다음의 네 가지 단계로 나 어 

수행하 으며 작동기의 응답특성과 force 

fighting 상을 측정하 다. 첫 번째 단계는 두 

개의 작동기를 동일하게 모델링한 후 치오차를 

발생시키지 않은 조건에서 치제어를 수행하

다. 두 번째 단계는 작동기 2에 임의로 정격행정 

비 5%의 치오차를 인가하고 치제어를 수

행하 다.  단계와 비교하여 치오차가 존재

할 경우 force fighting 상이 어떤 변화가 있는

지 비교해보았다. 세 번째 단계는 작동기 2에 정

격 비 5%의 치오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작

동기 1은 치제어, 작동기 2는 치제어와 힘제

어를 수행하 다. 힘제어는 작동기 2의 실린더의 

두 격실에서 발생하는 힘을 되먹임시켜 수행하

으며 힘제어를 수행하지 않은 단계와 어떤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 네 번째 단계는 작동기 

2에 정격 비 5%의 치오차가 존재하는 상태에

서 작동기 1, 2 모두 치제어와 힘제어를 동시

에 수행하 으며 force fighting 상의 감소효과

를 이  단계들과 비교해보았다. 

 네 단계 모두 0.4 Hz, 10 V의 구형 를 구동

명령으로 인가하 다. 치제어는 비례제어 만을 

사용하 으며 이득값   를 사용하 고, 작동

기에서 발생하는 감쇠(damping)와 재(seal) 

마찰력은 force fighting 상에서 발생한 힘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

려하지 않았다. 그림 6, 7은 첫 번째 단계의 시뮬

이션 결과로 작동기의 치오차가 없는 경우 

두 작동기 간의 force fighting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 9는 두 번째 단계의 시뮬 이션 

결과로 정격행정 비 5%의 치오차에 하여 

정격작동력 비 약 12% 정도의 force fighting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 11은 세 번째 단

계의 시뮬 이션 결과로 작동기 2에 하여 힘 

되먹임 제어를 수행함으로 인해 force fighting 

상이 치제어만 수행한 경우에 비해 많이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 13은 네 번째 단계

의 시뮬 이션 결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작동기 

하나에 해서만 힘 되먹임 제어를 수행한 것과 

비교할 때 두 개의 작동기 모두에 하여 힘 되

먹임 제어를 수행한 경우 force fighting이 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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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  유압서보 작동기 시뮬 이션 모델 - 치제어

그림 5. 다  유압서보작동기 시뮬 이션 모델 - 치제어 + 힘제어

그림 6. Simulation result of two actuators with no position error

그림 7. Force response of two actuators with no position error

  

그림 8. Simulation result of two actuators with position error

그림 9. Force response of two actuators with posi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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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imulation result of two actuators with position error

(actuator 2 : force feedback control)

그림 11. Force response of two actuators with position error

(actuator 2 : force feedback control)

그림 12. Simulation result of two actuators with position error

(actuator 2 : force feedback control)

그림 13. Force response of two actuators with position error

(actuator 2 : force feedback control)

3 . 시험구성  결과

3 .1 시험구성

동일한 비행조종면에 연결된 두 개의 유압작

동기를 이용하여 force fighting 상을 재 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제어기를 설계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force fighting 상이 잘 나타나도록 

하기 해 특성이 서로 다른 작동기를 사용하

다. 시험에 사용한 두 개의 유압 서보 작동기는 

표 1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동기의 운용

압력을 조 하여 두 개의 작동기의 최  작동력

이 동일하도록 조정하 고 서보앰 의 이득값을 

수정하여 두 작동기의 정격행정이 동일하도록 조

정하 다. 한 작동기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

기 한 센서도 2가지를 사용하 다. 작동기 1은 

작동기의 확장격실과 수축격실의 압력차를 측정

하여 힘을 계산하고 작동기 2는 피스톤 끝에 장

착된 로드셀을 이용하여 힘을 측정한다. 유압작

동기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시험에 필요한 데이

터를 측정하고 장하기 한 제어시스템은 

MATLAB Real Time Workshop & xPC Target

과 NI사의 DAQ 장비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유압작동기를 구동하기 한 로그램은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시험에 사용할 

기본 Matlab simulink 모델은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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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에서 Position error 항목은 force fighting

이 발생하도록 하기 해 작동기의 치오차를 임

의로 만들어 주는 부분이다. 

항목 작동기1 작동기 2

정격압력 3000psi 1200psi

정격유량 4lpm 4lpm

정격행정 ±15mm(±10V) ±15mm(±10V)

최 작동력 약1200kgf 약1200kgf

무부하선속도 약140mm/s 약 140mm/s

힘센서 차동 유압센서 로드셀

변 센서 포텐시오미터 포텐시오미터

Cutoff freq.

@10%입력
6.8Hz -

강성 2.0×107N/m -

제어정 도 0.070mm이내 -

서보밸 Jet pipe 방식
flapper 

nozzle 방식

표 1. 서보 작동기 사양 비교

그림 14. Force fighting 시험을 한 Matlab simulink 모델

그림 15. Force fighting 시험 장치 형상

그림 16. 작동기 1

 

그림 17. 작동기 2

그림 15는 force fighting 상을 시험하기 

한 시험 장치의 형상이고 시험에 사용된 작동기

는 그림 16, 17과 같다.

비행조종면에서 발생하는 force fighting 상

을 찰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한 제어기의 설

계를 하여 네 가지 경우에 하여 시험을 수행

하 다.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기 해 시뮬

이션과 동일한 모드로 시험을 수행하 다. 작

동기의 구동명령은 force fighting 상이 잘 

찰할 수 있도록 구형 를 인가하며 그림 15의 시

험기의 구조를 고려하여 각각의 작동기에 인가되

는 구동명령의 상차는 180°로 설정하 다. 구

동명령은 주 수가 0.2Hz인 ±10V 크기의 구형

를 각각 인가하 고 치오차는 작동기 최  행

정의 2%인 0.2V(0.3mm)로 설정하 다.

3 .2 시험결과

첫 번째 시험은 치오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에 하여 작동기 1, 2 모두 치제어만을 수

행하고 각각의 작동기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하여 

작동기에 인가되는 외력의 크기를 측정하 다. 

그림 18의 첫 번째 그래 는 구동명령에 따른 두 

작동기의 응답특성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래 는 

작동기에 장착된 차동압력센서와 로드셀로 측정

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세 번째 그래 는 힘

의 크기 그래 를 확 한 것이다. 두 작동기의 

응답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작동기의 치가 변하

는 구간에서는 매우 큰 힘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작동기가 정지한 구간에서는 측정된 힘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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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셀을 기 으로 했을 때 50kgf 이내(최  작

동력의 약 4%)로 작동기 seal friction의 2배 정도

에 해당하는 값으로 force fighting 상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Test results of two actuators with no position error

두 번째 시험은 작동기 2에 치오차를 인가

하고 작동기 1, 2 모두 치제어만을 수행하 다. 

그림 19의 첫 번째 그래 는 두 작동기의 응답특

성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래 는 작동기에 장착

된 센서로 측정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세 번

째 그래 는 힘의 크기 그래 를 확 한 것이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작동기의 치가 변하는 

구간에서는 매우 큰 힘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작

동기가 정지한 구간에서는 첫 번째와 다르게 최

 300kgf(최  작동력의 약 25%)의 힘이 측정되

었다. 즉 치오차로 인해 작동기 간에 force 

fighting 상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그림 19. Test results of two actuators with position error

세 번째 시험은 작동기 2에 치오차가 인가

된 상태에서 작동기 1, 2 모두 치제어를 수행

하고 작동기 2는 로드셀에서 측정된 힘을 되먹임

하는 제어를 동시에 수행하 다. 그림 20의 첫 

번째 그래 는 두 작동기의 응답특성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래 는 작동기에 장착된 센서로 측정

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세 번째 그래 는 힘

의 크기 그래 를 확 한 것이다. 작동기의 치

가 변하는 구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

가지로 매우 큰 힘이 측정되어 force fighting 

상에 개선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작동

기가 정지한 구간에서는 최  100kgf(최  작동

력의 8.4%)의 힘이 측정되어 두 번째 시험에서 

나타났던 force fighting 상이 감소하 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20. Test results of two actuators with position error

(actuator 2 : force feedback control)

네 번째 시험은 작동기 2에 치오차가 인가

된 상태에서 작동기 1, 2 모두 치제어와 힘되

먹임 제어를 동시에 수행하 다. 작동기 1은 차

동 압력센서로 측정한 힘을 되먹임하고 작동기 2

는 로드셀에서 측정된 힘을 되먹임한다. 그림 21

의 첫 번째 그래 는 두 작동기의 응답특성을 나

타내고 두 번째 그래 는 작동기에 장착된 센서

로 측정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세 번째 그래

는 힘의 크기 그래 를 확 한 것이다. 작동기

의 치가 변하는 구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유사한게 매우 큰 힘이 측정되어 

force fighting 상에 개선이 없는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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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작동기가 정지한 구간에서는 최  

57kgf(최  작동력의 4.8%)의 힘이 측정되어 이

 시험에서 나타났던 force fighting 상이 감

소하여 치오차가 없던 첫 번째 시험과 비슷한 

수 의 힘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Test results of two actuators with position error

(actuator 1, 2 : force feedback control)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  유압작동기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비행조종면에서 발생하는 force 

fighting 상을 개선하기 하여 수학  모델링

과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어기를 설계하고 시험

을 통하여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 다. 

Force fighting 상을 악하기 해 작동기에 

임의로 치오차를 인가하고 작동기에 장착된 센

서를 이용하여 외력을 측정하 다. 정격 행정의 

약 2%의 작은 오차로 인해 최  작동력의 약 

25%에 해당하는 큰 힘이 작동기와 비행조종면에 

작동하여 작동기와 비행조종면의 성능에 향을 

작용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force 

fighting 상을 개선하기 해 작동기에 가해지

는 외력을 측정하여 작동기 제어루 에 되먹임을 

함으로써 작동기에 가해지는 힘이 감소함을 확인

하 다. 그리고 하나의 작동기에 하여 힘 되먹

임 제어를 수행한 경우보다는 두 작동기 모두 힘 

되먹임 제어를 수행한 경우에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하 다. 

동일한 비행조종면에 장착된 다 유압작동기

에 하여 치제어와 힘되먹임 제어를 동시에 

수행하여 작동기의 운동 에 발생하는 force 

fighting 상에 개선이 있었지만 이것은 작동기

의 운동  정상상태 구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천이 구간에서는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천이 구간에서의 force fighting 상을 

개선하기 해 추가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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