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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ssume that two control moment gyros are installed for space qualification in a

satellite with four reaction wheels, and study the high agile maneuver method. Using

high torque control moment gyros, we reduce the satellite's attitude error. After that,

we activate reaction wheels to control remaining attitude error. This proposed method

can avoid singularity problem of control moment gyros, and do not require gimbals'

angle to calculate torque command. Through numerical simulations, we show that our

method's agile performance is similar to previous method and reduce the reaction

wheels' required momentum.

초 록

네 개의 반작용휠이 장착된 위성에 두 개의 우주검증용 제어모멘트자이로가 탑재되었다

고 가정하고, 이들을 이용한 위성 고기동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토크가 큰 제어모

멘트자이로를 먼저 사용하여 위성의 자세오차를 줄인 후에, 반작용휠을 통해 나머지 자세

오차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제어모멘트자이로에서 발생

하는 특이점 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며, 토크 명령 계산시 김벌각 정보가 필요 없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방법이 기존에 연구된 방법들에 비해 위성의 기동성

능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필요한 반작용휠의 모멘텀도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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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에 요구되는 기동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반작용휠 대신 고출력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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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가지는 제어모멘트자이로(CMG)가 주목을

받고 있다[1,2]. CMG는 회전하고 있는 휠을 김

벌을 이용하여 다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무게에

비해서 큰 출력토크를 낼 수 있어서, 미국과 유

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상

용품도 나와 있다[3-5]. 국내에서도 CMG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몇 년 내

에는 비행모델이 개발되리라 예상된다.[6-12].

CMG를 비롯한 우주기술이 개발된 후에는 실

제로 위성에 탑재되어서 우주 검증이 필수적이

다. 하지만 우주 검증 도중 CMG에 이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위성 구동기로 검증용 CMG만

탑재하는 것 보다는 이미 검증된 반작용휠을 기

본 구동기로 탑재하고, CMG는 보조용으로 탑재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14]. 실제로 국내에

서 개발된 반작용휠도 2기만 나로과학위성에 탑

재되어서 보조 구동기로 우주검증을 수행한바 있

다[15,16]. 본 논문에서는 네 개의 반작용휠이 탑

재된 위성에 두 개의 우주 검증용 CMG가 탑재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때의 위성 자세제어방법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개의 CMG가 포함된 위성의 자세제어는

CMG 특성상 발생하는 특이점 때문에 김벌각을

제한하거나 이를 탈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

하다[4-5, 13-14]. 또한 토크 명령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정확한 김벌각을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본 론

2.1절과 2.2절에서는 CMG를 이용한 위성 1축

고기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2.3절에서는 이

를 이용한 위성의 3축 기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하고 2.4절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자세제어

성능을 살펴본다.

2.1 CMG 동기화를 통한 자세제어

위성 1축의 고기동을 위하여 두 개의 CMG를

동기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4-5, 13]. 그림 1과 같

이 토크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두 CMG

를 서로 대칭이 되도록 놓고, 동일한 크기의 김

벌 각속도 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다음

과 같은 토크가 발생한다.

  cos (1)

여기서 는 CMG 휠의 관성모멘트, 는

CMG 휠의 정상상태에서의 회전속도이다.

그림 1. 동기화된 CMG의 출력토크

기존 방법들은 위성 자세제어를 위해 설계된

토크명령 가 와 같도록 하고, 김벌 각속

도 도 그에 비례하여 변하도록 하였다.

cos


(2)

이 방식은, 김벌 각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현

재 김벌의 위치를 항상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김벌 각속도 이 에 따라서 다양한 값으로 변

하므로 정밀한 자세제어를 위해서는 김벌 모터의

각속도 제어 정밀도도 높아야 한다. 또한 김벌각

이 0 또는 와 같은 특이점일 경우, 김벌 각속도

가 계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

하기 위해서 김벌각을 제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벌 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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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를 변화시키는 대신에 고정시키고, 대신 김

벌 기동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다음 절에서 제

안한다.

2.2 CMG 동기화 및 김벌 각속도 고정을

통한 자세제어

그림 2와 같이 김벌을 일정한 김벌 각속도 

로 회전시켜서 김벌각 를 0에서 까지 변화시

켰다가 다시 일정한 김벌 각속도  로 회전시

켜서 김벌각을 에서 0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때 발생하는 토크 및 위성의 각속도와 자

세변화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2. CMG 구동방법

그림 3. CMG 출력토크와 위성체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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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3과 같이 CMG를 구동시켜서 달성할 수

있는 위성체의 최대 자세변화, max는

 

일 때로 다음과 같이 나온다.

m ax  





(6)

움직이고자 하는 위성체 자세각을 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

여 제어가 가능하다.

□ case (a) :  ≦ max
식 (5)에서   일 때의 가 가 되

도록 를 잡으면 된다.

  cos  





 (7)

□ case (b) :   max
그림 4처럼 김벌각 를 0에서 까지 움직

인 후에 이라는 시간동안 그대로 있다

가 다시 에서 0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위성

체는  m ax일 때에 비하여  

만큼의 각속도로 만큼 더 움직인다. 따

라서 은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된다.

  
 





 

  (8)

그림 4. CMG 출력토크와 위성체 (case b)

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위성자세

명령 를 받아서 max와 비교한 후에

 또는 을 구하여 CMG를 기동시킨

다. CMG 기동이 완료되면 위성도 회전을 완료

하여 에 위치하게 된다. 이 방법은 2.1절의

방법과 비교할 때 김벌각 정보가 필요 없고, 일

정한 김벌 각속도를 사용하므로 김벌 모터의 각

속도 제어 정밀도가 높을 필요도 없다. 또한 특

이점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2.1절의 방

법은 자세제어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궤환을 받

아서 를 계산하여 자세제어를 하는 반면, 위의

방법은 초기에 한 번만 자세오차를 계산한 후,

그 정보만을 이용하여 CMG를 기동시킨다. 따라

서 CMG 기동이 완료되어 김벌각 가 0으로 돌

아왔을 때, 자세 오차가 0이 되었다고 보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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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단지 자세 오차가 초기의 에 비해 크

게 줄어서 0에 가까운 값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

만을 확신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MG 기동이 완료된 후

에는 반작용휠을 이용하여 궤환 제어를 수행하였

다. 이미 CMG로 자세오차를 크게 줄여두었으므

로, 반작용휠로도 무리 없이 제어가 가능하다.

전체 알고리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CMG로 에 대하여 자세제어 수행

if  ≦ max

  cos  







  

   

else

  

  
 





 

 
    

(ii)  가 지나면 반작용휠로 자세

제어 수행

   를 반작용휠 제어 명령으로

사용하여 반작용휠이 위성 자세제어를 마무리

2.3 위성 3축 기동 방법

네 개의 반작용 휠이 장착된 위성에 두 개의

우주검증용 CMG를 장착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13,14].

CMG는 김벌축이 Z축을 향하도록 하여, X축

과 Y축 방향으로 토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

다. CMG의 김벌각은 내부휠의 회전축이 X축을

향할 때를 0으로 잡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

김벌각이 증가한다고 잡았다.

그림 5. CMG와 반작용휠 클러스터 형상

그림 6. CMG와 반작용휠 장착 상세도

CMG의 휠과 반작용휠의 관성모멘트를  ,

라고 하면, 모멘텀 및 토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a)

  
    (9b)

   (10a)

  
    (10b)

여기서 는 정상동작상태에서 CMG 휠의 회

전속도, 는 CMG의 김벌각, 는 반작용휠의

회전속도를 나타낸다.

그림 5의 CMG 클러스터 및 반작용휠 클러스

터가 생성하는 모멘텀 및 토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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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

      


(12b)

여기서  



    
    
   




이며, 와

는 sin과 cos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위성을 X축, Y축, Z축 순

서로 기동을 시키고, X축과 Y축은 고기동 시키

는 방법을 설명한다.

2.3.1 X축 고기동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성을 X축에 대하여

만큼 회전시킨다.

(i) 두 CMG의 김벌각을   


,   


로 둔다. 이 때 두 CMG는 서로 반대방향이므로,

CMG 클러스터의 모멘텀 는 0이 된다.

(ii)    

로 잡고, 2.2절에서 살펴본

방법으로 를 입력으로 하여 CMG를 기동시

킨다. 위성체의 slew rate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기동을 완료하도록 김벌

각속도는 김벌 모터의 최대 각속도로 둔다. 즉,

 max로 잡는다.

(iii) CMG 기동이 완료된 후에는 반작용 휠

기동을 하지 않고, Y축 고기동으로 넘어간다. 반

작용휠을 이용한 마무리 기동은 Z축 기동시 함

께 수행한다.

2.3.2 Y축 고기동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성을 Y축에 대하여

만큼 회전시킨다.

(i) X축 고기동이 완료되면 두 CMG의 김벌각

은 초기 상태였던   


,   

로 돌아와

있게 된다. 이 때,    ,  로 하여 김

벌각을    ,   가 되도록 만든다. 두

CMG의 김벌이 계속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으므

로, CMG 클러스터의 모멘텀 와 토크

가 계속 0이어서 위성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벌 각속도 는 별다른 제약이 없

다면 m ax로 잡아서 시간을 단축시킨다.

(ii)   으로 잡고 2.2절에서 살펴본 방법으

로 를 입력으로 하여 CMG를 기동시킨다.

2.3.3 Z축 기동을 포함한 3축 기동

Y축 고기동이 완료되면 반작용휠로 Z축을 포

함한 3축에 대한 기동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는 X축과 Y축은 앞서의 기동으로 인하여 아주

작은 자세오차만이 남아있고, Z축은 만큼의

오차가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3축의 자세오차를

측정하여, 위성자세제어명령, 를 다음과 같이

잡은 후 로 네 개의 휠에 명령을 준다.

   

     

    

    

(13)

여기서  , 는 자세제어를 위해서 각 축별

로 적절하게 잡는 이득값이고, 는 식 (12)에

있는 의 pseudo inverse로


  

  이다.

2.4 시뮬레이션

과학기술위성 3호와 유사한 소형위성에 CMG

를 탑재하여 우주검증을 하는 경우를 다뤄본다.

1축 고기동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서 설명한

방법들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비교를 해보았다.

그리고 2.3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위성 3축 자

세제어를 수행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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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체

관성모멘트

      


     ·

반작용휠

관성모멘트
  ×  ⋅

반작용휠

최대 토크
5mNm

반작용휠

최대 회전속도
3000rpm

반작용휠

최대 모멘텀
0.12Nms

반작용휠

클러스터 배치각
  

CMG 휠

관성모멘트
  

CMG 휠

회전속도
  

CMG

최대 김벌각속도
3rad/s

CMG

최대 토크
336mNm

표 1. 위성 및 구동기 수치

위성 및 구동기의 주요 값들은 표 1과 같이

가정하였다[13,14]. 소형위성의 경우 유연모드가

없는 강체로 봐도 무방하고, 외란도 매우 작으므

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17,18].

위성체 형상이나 궤도에 의해서 외란이 크게 나

올 경우에는 자세제어기로 PD 제어기 대신 PID

제어기를 사용하여 정상상태오차를 제어하는 방

식을 사용하면 된다.

2.4.1 위성 1축 고기동

1축 고기동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X축

에 대하여 회전을 시켜 보았다.

우선 2.1절에서 설명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

자. CMG를 동기화시키고    

를 CMG 클러스터 구동명령으로 주었다. 이득값

은    ,   으로 잡아서 특성방정식

이       이 되도록 하였

다. 그리고 특이점 회피를 위하여, 김벌각을

∈

 


   


 



로 제한하였다. 시뮬

레이션 결과 15초 이내에 기동을 완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위성 자세 변화 (기존 방법)

그림 8. 구동기 클러스터 출력토크 (기존 방법)

그림 9. CMG 김벌각 (기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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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살펴보자. 김

벌 각속도는 최대 김벌 각속도 3rad/s로 설정하

고, CMG 기동 완료 후, 반작용휠 클러스터에 넣

어주는 토크 명령은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위성 기동성능은 기존 방법

과 유사하여 15초 이내에 기동을 완료하였다. 또

한 기동하는 동안 반작용휠의 최대속도도 60rpm

이내로, 반작용휠의 모멘텀 용량에 해당하는

3000rpm에 비하면 매우 작은 값이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 방법과 달리 특이점 문제

로 인한 김벌각 제약도 없고, 김벌각 정보를 계

속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정밀한 김벌 각속도를

요구되지 않지만, 동일한 기동성능을 보이며, 반

작용휠에도 큰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림 10. 위성 자세 변화 (제안 방법)

그림 11. 구동기 클러스터 출력 토크 (제안 방법)

그림 12. CMG 김벌각 (제안 방법)

그림 13. 반작용휠 속도 (제안방법)

2.4.2 위성 3축 기동

2.3절의 방법으로 위성 3축을 기동시켰다. X축,

Y축, Z축에 대해서  ,  ,  회전하는 경우

를 가정하였고, 0초와 20초에 X축 및 Y축 고기

동 명령을 40초에 3축 기동 명령을 내렸다.

반작용휠 클러스터에 대한 토크명령은 X축과

Y축에 대해서는    ,   으로 잡아서

특성방정식이       이 되도

록 하였고, Z축은    ,   으로 잡아

서 특성방정식이   이 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고기동축에 대해서 대략 15

초 이내에 기동을 완료하였으며, 3축 전체에 대

해서 총 50초 이내에 기동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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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위성 자세변화

그림 15. 위성 각속도 변화

그림 16. CMG 클러스터 출력토크

그림 17. 반작용휠 클러스터 출력토크

그림 18. CMG 김벌각

그림 19. 반작용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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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CMG, 반작용휠 동시 구동과의 비교

CMG와 반작용휠을 함께 탑재하고, 두 종류의

구동기를 동시에 구동하는 기존 알고리즘[13-14]

와, 시간대를 달리하여 구동하는 본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았다.

1축 고기동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세

방법 모두 약 10초에서 15초 사이에  기동을

완료하였다. 반면 2축 고기동을 포함한 3축 기동

성능을 살펴보면, 기존 알고리즘[14]는 약 35초에

 ,  ,  를 완료하는데 비하여, 본 논문의

제안방법은 각 축별로 별도로 기동을 수행하므로

약 50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기존 알고

리즘은 정확한 김벌각 정보가 요구되고 [13-14],

일반 상태와 특이점에 빠진 상태에서의 제어기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는 복잡함이 존재하지만

[14], 본 알고리즘은 김벌각이나 김벌 각속도에

대한 요구조건이 높지 않고 알고리즘 자체도 단

순하며 위성 기동속도는 반작용휠만을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서 여전히 빠르다.

반작용휠만을 사용하여 자세제어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토크가 CMG에 비해서 매우 작

으므로 본 알고리즘에 비해서 기동속도가 매우

느려진다. 그림 20은 제어기 이득값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반작용휠만으로 3축에 대하여  ,

 ,  회전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전체 기동

시간이 120초 이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초까지는 반작용휠이 X와 Y

축 제어에 모든 토크를 사용하므로, Z축의 자세

제어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3. 결 론

네 개의 반작용휠이 장착된 위성에 두 개의

우주검증용 제어모멘트자이로가 탑재된 경우의

위성 고기동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초기 오

차값을 토대로, 제어모멘트자이로를 동기화 시키

고 일정한 김벌 각속도로 움직여서 자세오차를

줄였다. 그 후에 반작용휠로 궤환 제어를 하여

자세기동을 완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20. 위성 자세 변화 (반작용휠)

제안된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서 매우 단순

하며, 김벌각 정보가 필요 없고, 특이점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김벌 각속도도 정밀할 필요가 없

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위성 기동성능에

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알고리즘을 실제 환경에 적용할 경우에는

김벌 모터 특성을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벌 모터가 정지 상태에서 명령된 김벌각 속도

로 회전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

라서 각속도 명령에 대한 김벌 모터의 반응(전달

함수)를 파악하여, 김벌각 속도 명령 계산에 반

영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본 알고리즘이 두 개의

CMG를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김벌 구동자체도

시간에 대해서 대칭적이므로, 김벌 모터 특성에

대한 영향이 전체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작용휠로 나머

지 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김벌 모터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차는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알고리즘을 실제 환경에 적용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김벌 모터가 이상적이지 않아

서 발생하는 잔류 김벌각 문제이다. 김벌모터 특

성상 여러 번 기동시, 잔류 김벌각이 0이 아닌

다른 작은 값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실제 구현

시에는 이를 측정하고 보정하는 절차를 넣어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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