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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위성의 정확한 자세제어 및 빠른 기동성능을 
위하여 기존의 자세제어 시스템에서는 주로 반작용

휠 (RWA)이나 제어모멘트자이로 (CMG) 등과 같은 
작동기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동장치들

은 하나의 구동장치에 대해서 1 축 방향의 제어토크 
발생 및 각운동량 저장만이 가능하므로, 인공위성의 
3 축 자세제어를 위해서는 최소한 3 개 이상의 조합

된 구동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구체

구동기(Spherical actuator)는 임의의 3 축 방향으로 회

전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구동장치로서, Fig. 1 과 
같이 하나의 구동장치로도 3 차원 방향의 제어토크 
및 모멘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자세제어 
작동기이다. 따라서 기존의 구동시스템에 비해 무게

와 부피의 감소가 가능하여 위성의 소형화 및 경량

화가 가능하며, 위성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

다.  

 

Fig. 1.  Reaction wheel configurations of the 

conventional actuator and spherical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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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본 연구는 3 차원 회전구동이 가능한 구체 구동기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1]. 구체 구동기는 X-Y-Z 축

에 대하여 각각 4 개의 전자석이 배치되어 유도전동

기의 원리[2]를 이용하고 있으며, 총 12 개의 전자석

이 강체 구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체 구

동기 시스템은 작동기와 제어기로 구성되며, Fig. 2
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12 개의 전자석에 대

한 구동명령은 총 6 개의 교류신호로 생성되며, 이

러한 명령은 RS232 통신을 통하여 작동기에 전달된

다. 구체 구동기의 회전 속도는 타코미터(ACT-3X)를 
통하여 측정되며, 저주파 필터를 통한 속도 데이터

는 컴퓨터에 저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Simulink 를 이용하여 회전구

동 명령을 생성하였으며, dSPACE / DS1103 보드를 
이용하여 통신 생성 및 접속을 구현하였다. 제작된 
구체 구동기는 Fig. 3 과 같으며, 시험에 사용된 장비

에 대한 정보는 Table 1 에 나타나 있다. 

 

 

Fig. 2. Configuration of spherical reaction whe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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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herical Reaction Wheel Actuator for 3D torque 
and momentum control. 

 

Table 1. Equipment specification of the spherical 
actuator system. 

Equipment Specification 

RTI/DAQ 

-Model: dSPACE-1103 (fs = 2024Hz)
-Input: speed signal(Tacho-pulse or 
sensor), PWM volt/current 
-Output: driving frequency, phase, 
PWM 

Electromagnet 
driver  

-Model: electromagnet driver 
-Input: frequency, amplitude, phase 

Tachometer -Model: ACT-3X (5 ~ 999,990rpm) 

Interface 
-Serial I/F (RS232) 
-Baud rate: 115200 
-Data bit: 8bit (48 TXBytes) 

RS232 통신은 30Hz 이하의 전송속도로 이뤄지며, 
통신의 주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Triggered Subsystem 
모델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구현된 회전구동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3 차원 구체 구동기의 회전구동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4 와 같이 3 축(X, Y, Z) 회
전 및 축간(XYZ) 회전축 이동에 대한 구체 구

동기의 3 차원 회전구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의 자세제어 작동기로 활

용 가능한 3차원 구체 구동기의 개발 및 회전구동 
성능시험을 위해 수행되었다. 3차원으로 회전이 가

능한 구체 구동기 시제품 및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또한 3축 회전 및 축간 회전축 이동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하여 3차원 회전구동의 성공적 작동

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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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3-D rotation tests of the spherical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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