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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ol for the 2-Axis Stabilized Gimbal using the PI-LEA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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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 시스템에서 마찰과 같은 비선형 요소는 측정이 어려우며, 또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보상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2축 안정

화 짐벌 시스템에서 마찰은 큰 오차를 발생시켜 최종적으로 제어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

측기 등을 적용한 마찰 보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되어 군수 분야에서 정밀도를 요하는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강인성이 입증된 PID 알고리즘을 변형시킨 PI-LEAD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찰 보상 효과를 입증하고, 실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

한다. 성능시험을 통해 PI-LEAD 알고리즘이 마찰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여 정밀 서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것

을 검증하였다.

Since the nonlinear factors such as friction in a mechanical servo system can't be easily measured nor estimated accuratel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mpensate friction correctly. Friction makes a significant error in a 2-axis stabilized gimbal system

and finally fails to reach the ultimate control performance goals. To solve these problems, lots of studies on the control methods

applying observer have been performed. However, these methods can be used in specific conditions and are limited to apply

them to the accurate 2-axis stabilized gimbal system in military sector. This paper deals with the PI-LEAD algorithm which is

modified with a general and robust PID algorithm, proves the effect of the algorithm through modeling and simulation, and

verifies the performance by applying the algorithm to the real 2-axis stabilized system. It is verified through the performance

test that the PI-LEAD algorithm minimizes the error caused by friction and meets requirements of the accurate servo system.

Keywords : PI-LEAD, 2-axis stabilized gimbal system, accurate servo system, nonlinear friction

서보 시스템은 명령값에 따라 추종하는 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

로 직류 전동기를 이용하여 플랜트를 구동시켜 최종 목표 값에

도달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산업 현장의 로봇과 같은 자동

화 시스템에서 위성장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서보 시스

템이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다. 군수 분야에 적용된 서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2축 안정화 짐벌로 구성되며,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가 요구되고, 시스템 파라미터 변

화에 대한 제어 안정도 및 강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밀도, 정확도 및 안정도 등의 제어 목표를 만족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 연구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마찰은 접촉하는 두 물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비선형

적인 특성이 매우 강하고, 부하의 변화, 온도의 변화, 윤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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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품의 갱년 변화, 기계의 조립 상태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마찰 모델을 구하기는 어렵다[1,2,3]. 현재까지 마찰 보상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마찰 모델의 부정확성으로 특

정시스템 및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된다[4,5,6]. 따라서 환경에 대

한 강인성이 요구되는 군수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정

밀도 및 정확도를 요구하는 군사용 감시, 조준 및 추적 장비는 일

반적으로 2축 안정화 짐벌로 구성되었으며, 움직이는 플랫폼

(Platform)에 장착되어 플랫폼의 운동에 관계없이 절대좌표 기준

지정된 위치를 유지하는 시선 안정화 기능을 가진다[7]. 시선 안

정화 기능은 기동 간 작전 수행 시 중요하며, 2축 안정화 짐벌에

존재하는 마찰은 표적을 정밀하게 조준하고 추적하는데 오차를

발생시켜 이러한 시선 안정화 성능을 저하시킨다[8,9].

비례-적분-미분(PID;Proportional-Integrator-Derivative) 제어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서보 시스템에 적용되어 강인성이 입증되었

으며, 센서 신호를 이용한 궤환 루프를 사용하여 모델링 오차와

외란 등에 의한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제어 목표 성능을 유지한다[10,11,12,13,14]. 그러나 PID 제어 알고

리즘에서 미분(D) 제어는 속응성을 향상시키지만 고주파 잡음에

대한 취약성이 있어 발산 가능성이 크므로 안정도가 요구되는 2

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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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서 마찰로 인해 발생

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PI 보상을 이용하고, 적분 동작으로

인한 시간지연 문제는 진상 보상기(Lead compensator)를 적용하

여 보상함으로써 시스템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PI-LEAD 제어 알

고리즘 다루고 있다[15,16]. PI-LEAD 제어 알고리즘의 마찰보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실

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적용하여 안정화 성능을 검증하였

다. 시험결과는 직류 이득 15[dB]이상, 대역폭 30[Hz]이상, 안정화

오차 100[μrad]이하로 PI-LEAD 알고리즘이 마찰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PI-LEAD 제어 알고리즘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PID 제어 알고

리즘의 고주파 잡음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미분 보상

대신 진상 보상을 적용하여 PI 보상과 진상 보상을 직렬로 연결

하여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강인성 및 안정도를

만족시킨다. PI-LEAD 제어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PI-LEAD 제어 알고리즘

Fig. 1. PI-LEAD control algorithm

PI-LEAD 제어 알고리즘은 저역통과 필터(Low pass filter)를

이용하여 센서 신호의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여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왜곡(Frequency aliasing) 현상을

방지한다. 저역통과 필터를 거친 오차 신호는 PI 동작을 거치고

진상 보상을 통해 직류 전동기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그림 1에서

limit1은 적분동작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포화를 방지하여

Anti-Windup 기능을 수행하고, limit2는 제어기의 최종 제어 신

호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 전달하기 전에 신호에 제한을 걸

어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입력 범위에 맞춘다. PI-LEAD 보상

기의 주파수 응답특성은 그림 2와 같다. 저주파 영역을 보면 적분

동작 특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적분 동작으로

저주파 이득을 크게 하여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존재하는 비

선형 요소인 마찰 영향을 제거하고 오차를 최소화 한다. 적분 동

작은 저주파 이득을 키울 수 있지만 시간 지연의 문제가 있어 시

스템을 불안정한 영역으로 전이 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진상 보상을 적용하였으며, 그림 2에서 30[Hz] 부근에서 진상

보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I-LEAD 제어 알고리즘은 PID 제어 알고리즘에서

고주파 잡음에 취약한 미분 보상 대신 진상보상을 적용하여 적분

동작으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보상하고 시스템의 응답속도를

빠르게 하여 성능 및 안정도를 향상시킨다.

그림 2. PI-LEAD 보상기 주파수 응답 특성

Fig. 2. Frequency response of PI-LEAD compensator

Ⅲ

3.1 플랜트 운동방정식

서보 시스템은 기구 구조물인 플랜트, 직류 전동기 구동부, 센

서 및 보상기로 구성된다[17]. 우선 플랜트의 모델링을 위해서 2

축 안정화 짐벌(Gimbal)로 구성된 서보 시스템의 평형 방정식을

식 1과 같이 유도한다.

J θ ̈+T f ( θ ̇,θ)=F(t) (1)

위 식에서 J 는 플랜트 전체의 회전관성이고, T f 는 마찰토

크이다. 외부에서 인가되는 힘은 직류 전동기 토크인 F 로 표현

되었다. 그림 3은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 기구적 구조

Fig. 3. Mechanical structure of the 2-axis stabilized

gimbal system

식 1 플랜트 평형 방정식으로부터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 식

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J
dω
dt

+T f (2)

T f=T v+T c (3)

T v=k vω (4)

위 식에서 ω는 각속도, T v는 점성 마찰(Viscous friction)

토크, T c는 쿨롱 마찰(Coulomb friction) 토크, k v는 직류

전동기 역기전력 상수이다. 식 2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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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함수를 구하면 식 5와 같다.

ω⁀

T⁀- T c
⁀

=
1

Js+k v
(5)

위 식에서 ω⁀, T⁀ , T c
⁀는 각각 ω, T, T c의 라플라스 변

환을 의미한다.

3.2 직류 전동기 및 구동 회로

직류 전동기는 그림 4와 같이 등가 회로로 표현 할 수 있으며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 식 6과 같이 유도할 수 있

고, 전달함수를 구하면 식 7과 같다.

V in=R m i m+L m

di m
dt

(6)

I m
⁀

V in
⁀

=
1

R m+L ms
(7)

식 7에서 직류 전동기에 대한 전달 함수는 직류 전동기 저항

R m, 인덕턴스 L m으로 구성된 1차 지연 요소가 있는 함수로

표현된다. 즉 직류 전동기 코일에 인덕턴스 값이 크면 직류 전동

기 시정수가 커지고 시간 지연이 발생하여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류 전동기 구동

회로에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PI 보상회로를 구성하여 직류 전동

기 시정수를 보상한다.

그림 4. 직류 전동기 등가 모델

Fig. 4. Motor equivalent model

선형 방식으로 직류 전동기를 제어하는 구동회로는 그림 5와

같다. 전치증폭기, PI 보상회로, 직류 전동기 및 직류 전동기 전

류 궤환 부분에 대한 전달 함수를 각각 구하여 직류 전동기 구동

부의 전달 함수를 구하였다. 직류 전동기 구동부 입력 전압에 대

한 직류 전동기 출력 전류에 대한 전달 함수는 식 8과 같다.

I m

V IN

=
K 1R 3(sR 2C+1)

sR 1R 3CR m(T ms+1)+R 1R s(sR 2C+1)
(8)

여기서 T m은 직류 전동기 시정수를 나타낸다. 식 8에서

T m=R 2C 조건을 만족하도록 저항과 커패시터 값을 선정하

면 직류 전동기 시정수과 보상되어 설계자가 원하는 직류 전동기

구동부 대역폭을 설정 할 수 있다. 식 9는 직류 전동기 시정수를

보상한 전체 전달 함수, 직류 이득 및 대역폭을 나타낸다.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때 찾은 파라미터 값 및 상수 값은 표 1과 같다.

I m

V IN

=
K DC

s/ω+1
,K DC=

K 1

R s

, ω=
R s

R 1R mC
(9)

그림 5. 선형 방식 직류 전동기 구동 회로
Fig. 5. Linear type motor drive circuits

표 1. 시스템 파라미터 및 상수 값
Table 1. System parameters and constants

구분
회전관성

( J)
마찰토크

( T f)

직류 전동기
직류이득

( K DC)

대역폭

( f=
ω
2π
)

R m L m

방위각 4
[oz.in.s2]

50.4
[on.in]

6.92
[ohms]

3.19
[mH]

0.6
[A/V]

1.5
[kHz]

고저각
2.2

[oz.in.s2]
22.9
[on.in]

4.86
[ohms]

1.57
[mH]

0.4
[A/V]

1.5
[kHz]

3.3 센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인 자이로

(Gyro)는 회전 각속도를 감지하는 센서로 과거 오랫동안 선박이

나 항공기 그리고 로켓 등의 항법 장치에 활용되어 왔다.

자이로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은 자이로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스펙을 이용하여 1차 지연 또는 2차 지연을 갖는 수식으로 간략화

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림 6은 대역폭이 100[Hz]이고, 각속도 1

[˚/sec]에 출력 1[Volt]를 내는 자이로에 대한 모델링을 나타낸다.

그림 6. 자이로 모델링
Fig. 6. Gyro modeling

3.4 시뮬레이션

모델링 수식을 바탕으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대한 시뮬

레이션은 Matlab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 모델링
Fig. 7. 2-axis stabilized gimbal system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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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ate_CMD는 운용자가 핸들을 이용하여 2축 안정화 짐

벌 시스템을 조작하여 원하는 위치로 조정할 수 있는 핸들 속도

명령을 의미한다. 핸들 속도 명령은 PI-LEAD 제어 알고리즘을

통하여 직류 전동기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고, 직류 전동기를 구동

하여 플랜트를 움직인다. 이때 플랜트에 장착된 자이로 센서가 플

랜트의 각속도를 감지하고 각속도에 해당하는 신호를 부궤환시켜

핸들 속도 명령에 추종하도록 궤환 루프를 구성한다. 플랜트에 외

란이 발생하면 자이로는 외란 각속도를 감지하고 외란 각속도에

해당하는 신호를 부궤환 시켜 외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플랜트

를 구동시켜 시선안정화(Line of sight stabilization) 기능을 수

행한다. 따라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장착된 CCD(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 및 열 영상센서는 플랫폼의 흔들림에 상

관없이 안정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17].

주파수 영역 응답특성을 보기 위해 그림 7에서 Rate_CMD를

입력으로 하고 rate_out을 출력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이득 교차점은 36.8[Hz]이며,

이때 위상 여유가 63.4˚로서 제어 알고리즘의 진상 동작 역할로

속응성과 위상 여유를 증가시켜 시스템의 안정도를 향상시킨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개루프 주파수 응답특성 시뮬레이션 결과

Fig. 8. Simulation result of open loop frequency response

외란 제거(Disturbance rejection) 성능을 보기 위해 그림 7에

서 입력을 외란[deg/s], 출력은 오차(Rate_CMD - Gyro_Out)

로 설정하여 주파수 응답특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그림 9참조).

그림 9. 외란 제거 시뮬레이션 결과

Fig. 9. Simulation result of disturbance rejection

그림 9에서 고주파 성분의 잡음 제거 능력뿐만 아니라 저주파

성분의 외란도 제거됨을 알 수 있다. 즉 PI-LEAD 제어 알고리

즘은 센서 등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존재하는 고주파 잡음

신호에 덜 민감하고, 저주파 외란 신호에 대해서도 강인하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모델링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마찰 정보를 포함

시켜 시간영역에서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입력 명령이 30[˚/s]

인 계단 입력에 대한 계 응답특성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알고리즘의 적분 동작을 제외하면 마찰로 인해 정

상상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입력

명령이 30[˚/s]이고 출력이 28.37[˚/s]로 1.63[˚/s]의 정상상태 오

차가 발생하여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의 정밀도 및 정확도 성능

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존재

하는 비선형 마찰 요소를 보상하기 위해 적분 동작을 추가하고,

적분 동작에 의한 시간 지연 문제로 과도상태 성능 저하 현상은

진상 보상을 이용하여 개선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PI-LEAD 제어 알고리즘은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존재하는 비선형 마찰을 충분히 보상하여 오차를 최소

화하고, 시스템의 상대 안정도 또한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계단 입력에 대한 응답 특성 시뮬레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 of step response characteristics

4.1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

PI-LEAD 알고리즘을 실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적용

하여 성능을 검증한다. 형상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알고리즘 검증용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

Fig. 11. 2-axis stabilized gimbal system for verifying the

algorithm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은 장착 플랫폼이 흔들리는 외란 환경

하에서 고저, 방위각 2축 안정화 보상을 통해 표적을 추적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에 적용된 직류 전동기는 정밀 제어를 위해



PI-LEAD 알고리즘을 이용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 제어 / 121

직접 구동식 직류 전동기를 적용하였으며, 각속도 감지를 위한

센서는 2축 자이로를 적용하였다. 각각에 대한 주요 특성은 표 2

와 표 3과 같다. 제어루프는 안정화 기능을 위한 속도제어루프와

지정위치 구동을 위한 위치제어루프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시스

템의 안정화 성능을 보기 위해 속도제어루프에 대해 기술한다.

속도제어루프 시스템 구성은 그림 12와 같으며, 제어기는

PI-LEAD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림 12. 속도제어루프 시스템 구성도

Fig. 12. Block diagram of speed control loop system

표 2. 직류 전동기 특성

Table 2. Moto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unit
Value

방위각 고저각

Peak Torque(T) oz.in 400 75

Elec.time.cons. msec 0.46 0.32

Torque sensitivity oz.in/A 67.2 17.5

Resistance ohms 6.9 4.9

Back EMF v/rad/s 0.475 0.124

표 3. 자이로 특성

Table 3. Gyro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unit Value

Operation range ˚/s ± 360

Scale factor error % 5

Bias error ˚/hr < 360

Angular random walk ˚/rt-hr < 0.4

Frequency response Hz > 100

4.2 시험 결과 고찰

시스템 성능 시험은 주파수 응답특성과 안정화 정확도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13과 표4와 같다. 주파수 응답 특성

시험 결과를 보면 저주파 영역에서 처지지 않고 직류 이득이

19.4[dB]로 5[Hz]까지 15[dB] 이상 유지한다. 이는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적용된 제어 알고리즘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마찰

요소를 충분히 보상함을 나타내며, 이득 교차점은 34.6[Hz]로 응

답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장착 플랫폼이 외란에 의

해 흔들리더라도 빠르게 보상을 하여 시선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 안정도 측면에서도 위상여유가 36.4˚

로 여유가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주파수 응답 시험 결과

Fig. 13. Test result of frequency response

안정화 정확도 시험을 위해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을 2축

Rate Table에 장착하고 실제 운용 환경의 외란을 인가하여 시

스템이 플랫폼 흔들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시선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지 실험하였으며, 시험 결과는 표 4, 그

림 14, 그림 15와 같다.

표 4. 안정화 정확도 시험결과

Table 3. Test result of stabilization accuracy

구 분
안정화 오차 [urad]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RMS값

방위각 88.2 -75.1 0.2 22.5

고저각 58.3 49.7 0.2 17.0

안정화 정확도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PI-LEAD 알고리즘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비선형적인 요소인 마찰 토크를 보상하여 안

정화 오차를 Peak-to-Peak 기준 100[urad] 이하로 줄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 100[urad] 크기의 안

정화 오차 값은 1[km] 거리에서 10[cm]의 오차를 의미한다. 이

는 매우 작은 값으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이 매우 정밀하고

정확하게 시선 안정화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PI-LEAD 제어 알고리즘을 실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적용하여 성능을 확인한 결과 적분 동작이 시스템에 존

재하는 비선형요소인 마찰 토크를 보상하고, 진상 보상이 적분

동작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보상하여 시스템이 안정된 영역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PI-LEAD

알고리즘은 실제 군수분야의 운용 환경에서 외란에 대해 매우 강

인하고 만족할 만한 안정화 정확도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실

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14. 방위각 안정화 정확도 시험 데이터

Fig. 14. Test result of azimuth stabiliza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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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저각 안정화 정확도 시험 데이터

Fig. 15. Test result of elevation stabilization accuracy

그림 16. 안정화 정확도 시험 장면

Fig. 16. The picture of stabilization accuracy test

본 논문에서는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존재하는 비선형적

요소인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외란 제거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PI-LEAD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PI

보상과 진상 보상을 직렬로 연결하여 기존에 적용되었던 PID 보

상의 고주파 잡음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군수분야의 서보 시

스템에서 요구되는 강인성 및 안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제어 알고리즘 적용을 판단하기 위해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

에 대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 적용하여 주파수 응답 특성 및 안

정화 정확도 성능을 검증하였다. 현재 PI-LEAD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은 요구 성능을 만족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서 마찰 영향을 극복

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센서

는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서 궤환 루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

한 부품으로 센서 성능이 시스템 성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정밀도 및 정확도를 위해 2축 안정화 짐벌 시스템에서는 고가의

센서 사용이 요구되므로 이 경우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화에 어

려움이 많다. 따라서 향후 연구 주제로 저가 센서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센서 잡음에 의한 시스템 성능 저하를 분석하고 이

를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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