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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a theoretical model that estimates the magnitude of 

vibration occurring when the flexible two-link structure is activated under control. The structure 

consists of flexible two-links; the sub link is attached to the end of the main link. The subject is to 

control flexible two-links and to measure the vibration for each flexible link structure. The result is 

that the vibration of the main structure affects that of the sub structure, similar to the theoretical 

outcome. 

 

1. 1. 1. 1. 서서서서
♣♣♣♣
    론론론론    

회전구조물에 능동진동제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

의되기 시작한 것은 인공위성과 우주왕복선의 개발

과 더불어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던 1970 년대부터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주 공간상에서 인공위성

의 위치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 인공위성 허브에 

부착된 경량 구조물에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우주구조물의 자세 제어에는 각도를 제

어하는 위치제어와 이동 중과 이동 후에 발생하는 

진동의 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경량 우주구조물은 

구조물 특성상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량 구조물에 대한 능동진동제어 방법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능동진동제어방법 중 

하나가 압전감지기와 압전작동기를 이용하는 것이

다. 

우주구조물과 같은 구조물이 우주 공간상에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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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slewing)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동적 응답을 연구

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보의 회전에 대한 동적 

모델을 연구해 왔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한 개의 

링크 구조에 대해서는 실험 장치가 많이 소개되었

다. 그러나 유연 다물체 구조물 중 유연한 두 개의 

링크 구조에 대해서는 실험 결과도 없으며, 이론과 

비교된 경우도 없다. 그 이유는 유연 다물체 구조물

에 대한 실험이 지상에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개

의 유연 링크 구조물을 구현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조종에 따른 진동계측을 실험하였다. 

실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종을 위

한 구동부이다. 두 개의 구조물을 원하는 형태의 조

종 제어를 얻기 위하여 각각 AC 서보모터와 RC 서

보모터를 이용하여 조종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실험

을 수행하였다. 

2. 2. 2. 2. 동적동적동적동적    모델링모델링모델링모델링    유도유도유도유도    

본 연구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 유도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우주 공간상의 

유연 관절 로봇 시스템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부분구조물 합성법을 이용해 유도하였다. 그리고 

주구조물과 부 구조물로 이루어진 유연 다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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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대한 동적 모델을 Euler parameter, 

준좌표계와 섭동법, 부분구조물 합성법을 이용해 

유도하였다. 또한, 두 구조물의 피봇 조인트에 한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가능한 레볼루트 조인트를 

고려하여 기하학적인 적합조건을 적용해 단일 

운동방정식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유도된 방정식은 조종 운동을 묘사하는 0차의 

운동방정식과 조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소 진동을 

묘사하는 1차의 운동방정식으로 이루어진다.   

 

 
 

Fig. 1 Flexible spacecraft with elastic appendage 

 

Fig. 1 은 이전 연구에서 고려한 수치모델로써 인

공위성 구조물을 허브와 두 개의 보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모델에 대해 우주 공간상에서 허브에는 

모멘트를 적용하고 보 q 는 보 p 에 대해 회전 운

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보에는 속도 되먹임 제어기가 작용한다고 가정

하였다.  

3333. . . . 두두두두    개의개의개의개의    유연링크유연링크유연링크유연링크    구조물의구조물의구조물의구조물의    조종조종조종조종    

 
Fig. 2 Experimental setup 

 

본 연구를 위하여 Fig. 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Two-Link 유연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주 링크인 

보 p 는 복합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보의 끝 

단에 알루미늄 재질의 보 q 가 부착되어 있다.  

먼저 주 링크인 보 p 를 회전하기 위해 AC서보모

터와 기어박스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 p 와 q 사

이의 각도제어를 위해서 RC서보모터를 사용하였다. 

보 p 의 각도는 AC서보모터의 엔코더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보 q 의 각도는 RC서보모터의 포텐

셔미터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보 p 의 진동은 압

전감지기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보 

q 의 진동은 압전감지기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4444. . . . 진동진동진동진동    계측계측계측계측    실험실험실험실험    

Fig. 3 Rotational angle of p and q beam 

 

Fig. 3 은 약 4초간 AC서보모터를 구동하여 보 p 

를 90° 각도로 회전시킴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RC서보모터를 구동해 보 q 를 약 4초간 80° 

각도로 회전시켰다. 

 

 Fig. 4 Acc. sensor output of p beam 

 

Fig. 4와 5 는 두 개의 유연 링크 조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보여준다. 이론에서 예측한 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이론 결과와의 부합성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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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ZT sensor output of q left and q right 

5555.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논문은 유연 다물체 구조물의 동적 모델 및 제

어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실

험 장치의 구성 및 실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진

동 계측 실험 결과는 이론상의 결과값과 유사하게 

주 구조물이 부 구조물의 진동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험실 환경이 이론에서 고려한 환

경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보인다. 보다 정확한 이론 모델의 개발을 위해 추가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후후후후        기기기기    

본 연구는 한국 연구재단의 “ 유연 다물체 지능 

구조물의 동적 모델링 및 능동진동 제어”  과제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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