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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많은 인공위성들이 과학적 탐구 원거리 탐사, ,

통신 항해 군사 정찰 지형탐사 지도제작 등의, , , ,

목적으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대부분의 인공.

위성들은 타원궤도에서 고도가 인, 300-1,500 km

저지구 궤도 로 공전하고(LEO: low earth orbit)

있다 이러한 저지구 궤도에서 인공위성의 경제. ,

적인 자세제어는 중력을 이용한 중력구배 안정법

이다(gravity gradient stabilization) .

중력구배 인공위성 의(gravity gradient satellite)

자세는 중력 방향과 일치하려 하는데 와, yaw roll

운동의 초기조건이 이면 운동은 위 두운동0 pitch

과는 독립적인 회전운동 또는 중력방향을 중심,

으로 진동운동을 한다.

중력구배 인공위성의 운동은 혼돈계pitch

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수치적(chaotic system)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1)

혼돈계는 결정계 임에도 불, (deterministic system)

구하고 운동의 초기 조건값에 대단히 예민한 비,

선형 운동계 이다 두 초(nonlinear dynamic system) .

기 조건값의 차가 작은 혼돈계의 경우 두 초기,

조건으로 부터의 운동 결과는 확연히 달라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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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itch motion of a generic gravity gradient satellite is investigated in terms of chaos. The

Melnikov method is used for detecting the onset of chaotic behavior of the pitch motion of a gravity

gradient satellite. The Melnikov method determines the distance between stable and unstable manifolds

of a perturbed system. When stable and unstable manifolds transverse on the Poincare section, the

resulting motion can be chaotic. The Melnikov analysis indicates that the pitch dynamics of a generic

gravity gradient satellite can be chaotic when the orbit eccentricity is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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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운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만약 혼돈계가 초기조건 오차를. ,

수반하면 그 운동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을 뿐 아

니라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혼돈계를 찾아내는 방법은 수치적 방법으로는,

특성지수방법Lyapunov (Lyapunov characteristic

exponents) 포앙카레 맵, bifurcation maps, (Poincare map)

등이 있고 해석적 방법으로는 방법이 있, Melnikov

다.
(2-4)

중력구배 인공위성의 운동은 다음의 논문들pitch

에 연구되어 있다 와 은 중력. Karasopoulos Richardson

구배 인공위성의 운동이 궤도의 편심률 인공pitch , ,

위성의 질량관성 등에 따라 혼돈계, (chaotic system)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치적 해석을 통해 보였

다.
(1) 등의 저자들은 형태로 제어되는Toniolo PID

중력구배 인공위성의 특성지수를 수치적Lyapunov

으로 계산하여 함수와 비교하여, Melnikov , Melnikov

방법의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5) 또 와 은, Liu Chen ,

의 해석적 방법과 특성지수방법Melnikov Lyapunov ,

포앙카레 맵 등의 수치적인 방법을, power spectrum

이용하여 지구 자력장 영향, (Earth Magnetic Field)

하의 인공위성 자세운동이 혼돈계임을 보였고,

제어를 이용하여 비혼돈계로feedback linearization

만들었다 이 때 제어된 운동은 비혼돈계의 진동운.

동인데 일반적인 인공위성의 조건에는, pin-pointing

부적합하다.
(6)

본 논문에서는 방법을 이용하여 중력, Melnikov

구배 인공위성의 운동의 함수를 유pitch Melnikov

도를 보이고 유도된 함수로부터 중력, Melnikov ,

구배 인공위성의 운동이 혼돈계가 될 수 있pitch

음을 해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방법2. Melnikov

이차원 해석2.1 Melnikov

방법은 주기적 섭동Melnikov (periodic perturbation)

을 가지고 있고 평형점을 가지는 비, saddle point

선형 운동계에 적용된다.
(3,4,7) 이차원 방Melnikov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분 가능한 이차원,

운동계를 생각한다Hamilton .

     (1)

여기서

Fig. 1 Unperturbed system on the Poincare section.

   denotes the unstable manifold and

   그림출처denotes the stable manifold.(

참고문헌 [8,10]).




 


 

  
,      



그리고,   는 이 시스템의 상태 벡터이

고,  는 주기가 인 주기섭동 (periodic

벡터perturbation) , 는 행렬을 나타내sympletic

고,   는 스칼라 해밀토니안 함수 그리고,

은 아주 작은 수이다 ( ≪ ).

  인 경우 식 의 계는 비섭동계, (1)

가 된다 과 같이 비섭동(unperturbed system) . Fig. 1

계가 으로 연결되는homoclinic orbit hyperbolic

를 가졌다고 가정한다saddle point .

이 시스템에 크기가 작은 주기적 섭동(periodic

이 주어지는 경우 에서는perturbation) , Fig. 2 stable

와 가 어떻게 변하는가를manifold unstable manifold

보여 주고 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기. Fig. 2 ,

가 작은 주기적 섭동이 주어지는 경우 ≪ ,

에서 와Poincare section , stable manifold unstable

는 섭동되고 두 들은 무한히 교manifold , manifold

차하여 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점tangle . ,

부근에서의 운동은 운동과, Smale horseshoe map

일치하여 에 의, Smale-Birkhoff homoclinic theorem

해 혼돈계 가 된다, (chaotic system)
(8,9)

는 섭동된 사이의 거리를 비섭Melnikov manifold

동계의 운동해을 사용하여 식 와 같이 나타내었(2)

다 는 비섭동계의 해를. Melnikov 의 차수로 Taylor

전개한 후series , 의 차 항만을 고려하였다1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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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ance between the stable and unstable

manifold of the perturbed system on the

그림출처Poincare section. ( 참고문헌 [8,10])

여기서, 〈  〉은 두 벡터함수의 내적을 나타

내고, 은 비섭동계 의 운동(unperturbed system)

해를 나타낸다.   를 함수라 부르는Melnikov

데 두 가 만나서 교차하면 함, manifold , Melnikov

수값은 이 된다 함수는 두 가0 . Melnikov manifold

단순히 만나는 것을 표현하였지 두 가manifold

이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tangle .

함수값이 이 됨은 혼돈계가 되기 위한Melnikov 0

필요조건이다.

중력구배 인공위성의 운동3. Pitch

방정식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그Lagrange , roll, pitch,

리고 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만yaw .

약 과 운동의 초기조건이 이라 가정하면, roll yaw 0 ,

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pitch

다.
(10,11)





  

⊕
  cossin   (3)

여기서 을 참조하면, Fig. 3 , 는 각pitch , 

는 타원궤도의 진편차 이고(true anomaly) , 는

지구중심으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거리이다 그.

리고, ⊕은 지구의 중력상수,  ,  , 는

축 축 축에 대한 각각의 관성 질roll , pitch , yaw

량 모멘트이다.

Fig. 3 Coordinate Systems. The vector triad



is the set of the unit vectors of the inertial

coordinate system, the vector triad 

is

the set of the unit vectors of the orbital

coordinate system, the vector triad 

is

the set of the unit vectors of the body-fixed

reference system

시간의 함수에서 진편차 의 함수(true anomaly)

로 바꾸기 위하여 의 법칙을 이용하면, Kepler




  


⊕  cos


식 의 방정식은 진편차(3) pitch (true anomaly)

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cos″ sin′ cossin   (4)

여기서,       질량 관성 모멘트=

계수, ″  그리고 ′  이다.

만약   라 하고, 이 작다고 가정하면,

의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4) .

′ 
′ cossinsincossincos
위의 두 식은 해석에 사용된다Melnikov .

중력구배 인공위성 운동의4. pitch

해석Melnikov

비섭동 위상공간4.1 (unperturbed phase space)

해석은 비섭동계의 운동해를 구하는Melni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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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lot of the unperturbed phase space of

the pitch motion of a gravity gradient

satellite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중력구배 인공위성. pitch

운동의 비섭동계 방정식은, 을 으로 하여 다음0

과 같이 얻어진다.

′  
′   cossin

이 경우 비섭동계의 해밀톤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sin (5)

식 의 함수가 존재하므로 전역 위(5) Hamilton ,

상 공간 은 와 같이 구(global phase space) Fig. 4

해진다 중력구배 인공위성의 운동의 비섭. pitch

동계는 궤도를 가진다 방법heteroclinic . Melnikov

에서 궤도의 해를 사용하여도, heteroclinic ,

함수를 구할 수 있다Melnikov .
(3)

비섭동계의 궤도계산4.2 Heteroclinic

궤도의 해밀톤 함수의 값이Heteroclinic 

이므로 궤도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heteroclinic

된다.




 







여기서   이므로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

식이 유도된다.

 ±  sin
위 미분방정식을 풀면 다음과 같은 일반해가 얻,

어진다.

sin  tanh  
여기서 적분상수, 는   일 때,   가 되

는 조건으로 구한다 그러면 비섭동계 운동해들. ,

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sin  tanh 
cos  sech 
   

(6)

식 의 비섭동계 운동해들은 함수를(6) Melnikov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운동의 함수 계산4.3 Pitch Melnikov

운동의 이차원 함수는 다음과 같Pitch Melnikov

이 정의된다.

   
∞

∞ 〈 〉   
여기서, 는 에 보이는 비섭동 운Fig. 4 pitch

동의 궤도의 해이다heteroclinic .

중력구배 인공위성의 경우,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in  sincoscos

그리고, 는 함수로부터 다음과Hamilton ,

같이 정의된다.

    sincos


그러면, 〈 〉는 와 의 내적(inner

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product) .

〈〉  sin  sincoscos 
그러면 함수는 식 에 구해진 비섭, Melnikov , (6)

동계의 해들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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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

∞

cossin
∞

∞

cos
sin

∞

∞

cossin

여기서 각각의 이상 적분 은, (improper integral)

을 정의한 다음 복소수의 유수정contour integral ,

리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residue theorem) ,

된다.
(10)


∞

∞

cos 
∞

∞

  cos
 sech

 

∞

∞

cos 
 ∞

∞

   cos
 csch

 

∞

∞

cossinsin


∞

∞

   tanh  cos
⋅




 
그러므로 중력구배 인공위성의 운동의, pitch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Melnikov .

  



sech

 



 sin (7)

위의 함수로 부터 혼돈계 판별을 할Melnikov ,

수 있는 기준 을 유도할 수 있다Melnikov (criteria) .

기준4.4 Melnikov (criteria)

중력구배 인공위성의 운동의 경우pitch ,

  이면 식 의 함수는 이 된다, (7) Melnikov 0 .

즉 함수가, Melnikov 의 영점들 을 가지고(zeros)

있다 여기서. , 은 정수를 뜻한다.

이 함수가 영점을 가지고 있으면 섭Melnikov ,

동계의 와 가 서로stable manifold unstable manifold

교차함을 암시한다 또 식 의 함수의. , (7) Melnikov

영점은 무한개 존재하므로 섭동된, stable

와 가 무한하게 서로 교manifold unstable manifold

차함을 암시한다 함수가 이 됨은 중력. Melnikov 0

구배 인공위성의 운동이 혼돈계가 될 수 있pitch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 론5.

편심률이 작은 타원궤도에서 중력구배 인공위,

성의 운동은 특정한 모델에 상관없이 혼돈pitch

계가 될 수 있다 임의의 중력구배 인공위성의.

운동은 혼돈계일 수 있어 장기간 예측은pitch ,

신뢰할 수 없다 편심률이 큰 타원궤도에서의.

운동은 해석의 가정pitch , Melnikov ( ≪  에 위)

배되므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Melnik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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