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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다양한 구동기에 의한 진동

은 위성체의 임무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별히 고정밀 광학 탑재체의 경우 매우 작은 수준

의 미소 진동에 의해 획득하는 영상의 품질이 심각

하게 저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성의 진동 환경

이 고정밀 위성 탑재체의 지향 안정성과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진동원, 구조, 광학 모델을 통합하

는 하나의 framework 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작용휠 (reaction wheel)의 진동 특성 모델, 구조 

모델, 회절한계 (diffraction limited) 광학계 모델을 

통합한 지터 해석 framework 를 개발하였다.  

2. 통합 Framework 개발 

2.1 반작용휠 진동원 모델링 

반작용휠은 인공위성의 자세자어를 위해 사용되는 

구동기로써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의 미소 진동원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진동원으로 알려져 있다. 

반작용휠의 미소 진동은 주로 플라이휠 (flywheel)

의 불균형, 베어링의 불규칙성, 모터의 토크 리플 

(torque ripple) 및 코깅 (cogging)에 의해 발생하며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 여기서 C는 조화가

진력 계수, Ω 는 휠의 속도, h는 조화수, α 는 위상

차이며 반작용휠에 의한 교란을 특정 짓는 C와 h는 

일반적으로 교란 측정 시험 데이터를 통해 구하게 

된다.  
2( ) sin(2 )m t C h tp a= W W +        (1) 

                                                           
†  교신저자; KAIST 항공우주공학전공 

   E-mail : jaehunghan@kaist.edu 

Tel : 042-350-3723, Fax : 042-350-3710      

* KAIST 항공우주공학전공 

 

 
Fig. 1 Waterfall plot of reaction wheel disturbances 

 

식 (1)을 통한 반작용휠 교란 모델은 대부분의 휠 

속도에서 실험과 유사한 값을 보이지만 반작용휠의 

고유진동수 근처에서 공진에 의해 교란이 크게 증

폭되는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공진 현상은 반작용휠의 수학적 모델링 세운 

후 식(1)의 외란에 대한 구조응답을 계산하고 휠 내

부의 스프링을 통해 휠 지지부로 전달되는 전달력

을 계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참고

문헌 2에서 사용한 반작용휠 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가정하였으며 모델링된 반작용휠의 병진 방향 교란

의 waterfall은 Fig 1과 같다 (150 Hz에서 공진에 

의해 교란이 크게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2 구조 모델링 

FEM은 구조해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

법이다. 하지만 다양한 외란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

을 구해야 하는 경우 정교환 FE 해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계산양과 그에 따른 계산 시간이 많

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E 모델을 통해 모드

정보를 산출하고 모드해석을 통해서 시스템의 응답

을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조 FE 모델은 간단

한 트러스 모델을 ANSYS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

며 ANSYS에서 모드해석을 수행하여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계산한 후 모드 정보를 MATLAB으로 

옮겨와 MATLAB에서 최종적으로 modal state-

space 모델을 얻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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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age simulation using MTF distribution 

 

2.3 광학계 모델링 

일반적으로 위성에 사용되는 대형 광학계는 회절

한계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반사식 망원경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절한계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반사식 2 거울 카세그레인(Cassegrain) 식 

망원경에 대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터 현상에 의한 광학계의 성능저하를 

변조 전달함수 (Module Transfer Function, MTF) 

값의 변화로 표현하였다(4). 지터 현상은 몇 가지 기

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

된 지터 현상에 의한 MTF값 변화는 지터에 의한 

진동이 CCD 초점면에서의 진동으로 작용할 때의 

값을 진폭으로 보고 이에 대해 모델링하였다. 또한 

주어진 MTF값을 초점면에 대한 광학계 필터로 이

용한 영상품질 simulation을 구현하여 지터 현상에 

의한 광학계 성능저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Fig. 3). 본 연구에서는 궤도 685km

에서 해상도 1m를 가지는 회절한계 시스템을 예시

모델로 사용하였다 (GSD 1m, CCD pixel 크기 7μ

m, 유효초점거리 4.795m, 반지름 0.42m). 

 

2.4 통합 Framework 

앞 절들에서 기술한 진동원, 구조, 광학계 모델을

MATLAB GUI 환경에서 통합하여 지터 해석 

framework를 구성하였다 (Fig.4). 해석 framework

의 GUI는 크게 진동원, 구조, 광학 모델 파트로 나

뉠 수 있다. 진동원 파트에서는 반작용휠의 회전 속

도를 선택할 수 있고, 구조 파트에서는 진동원에 의

한 교란을 적용할 입력 노드와 구조의 응답을 살펴

볼 출력 노드를 선택할 수 있고, 광학 파트에서는 

CCD size를 포함한 광학 모델의 다양한 parameter

를 조절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팅을 통해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구조 응답과 광학체의 MTF 변

화와 지터 영향이 반영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Fig. 4 Integrated jitter analysis framework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위성의 진동 환경이 고정밀 위성 

탑재체의 지향 안정성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진동원, 구조, 광학계 모델을 통합한 

해석 framework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지터 해석 framework은 향후 실험을 통해 검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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