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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상 에서는 민간시설이나 주거지역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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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지

지, 공 지미사일 등과 같은 정 무기가 많이 개발

되어 있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상이 제한 이다. 따라서 시가 과 같은 장 임무에

서 값싸고 정 한 무기체계에 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탄도수정탄은 기존의 무기체계를 부

분 활용하면서 비교  렴한 비용으로 정 도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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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 the result of the guidance and control law for a course correction munitions(CCM) with 

2sets of canards positioned in the rotating nose section. The nonlinear simulation model of the CCM was 

developed based on 7DOF equation of motion. The ability of correcting position was verified by open-loop control 

input with nonlinear model. The guidance and control command was constructed by reference trajectory which can 

be obtained with no control. Finally, the performance of the guidance and control law was evaluated through 

Monte-carlo simulation. The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 was obtained by considering the errors in muzzle 

velocity, aerodynamic coefficient, wind, elevation and azimuth angle and density.

Key Words : Dual-spin Projectile(듀얼스핀 발사체), 7DOF Model(7자유도 운동모델), Course Correction Munitions(탄도

수정탄), Monte-carlo Simulation(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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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주목 받고 있다[1-3]. 하지

만 해당 기술은 일부 선진국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련기술의 이 을 기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탄도수정탄의 개발을 해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하나는 빠르게 회 함으로써 안정성을 갖는 

포탄에 합한 유도제어 명령이 필요하다.

  련 연구로 참고문헌[4]에서는 회 포탄에 용 가

능한 다양한 메카니즘에 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해당 

논문에는 공기역학  핀을 사용하는 경우[5], 추력을 사

용하는 경우[6], 성력을 사용하여 제어하는 경우[7]에 

하여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제

어방법 에서, 카나드 핀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참고문헌[8,9]에서 탄도수정탄의 유도기법에 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참고문헌[8]에서는 Time-to-go를 이용

한 가속도 명령을 생성하고 있으며, 가속도 오차에 

한 Feed-forward 제어를 사용하여 조종입력을 생성하

고 있다. 참고문헌[9]에서는 유도명령 생성을 해 

Modified PN(Proportional Navigation) 방법과 IPP(Impact 

Point Prediction)방법을 용하고 있다. Modified PN 기

법은 탄착오차를 이용하여 가속도 명령을 생성하고, 

생성된 가속도 명령을 따라가기 한 제어입력을 만

드는 기법이며, IPP기법의 경우 비례 분게인(PI)을 이

용하여 탄착오차를 곧바로 조종면의 구동 명령으로 

만드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IPP기법과 같이 탄착오차를 곧바로 

조종면의 구동 명령으로 만드는 방법에 하여 연구

하 다. 하지만 탄도수정탄과 같이 조종력이 작은 모

델의 경우에는 분게인을 사용하면 기에 오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탄착오차를 크

게 만들며, 수렴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게인이 아닌 비례미분게인(PD)을 사

용한 제어기를 설계한다. 이는 탄도수정탄의 요구조건

이 정  타격 보다는 원하는 반경 내 탄착하도록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분게인보다는 미분게인이 

합하다고 단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D게인

을 사용한 유도제어 명령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확인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 에서는 상시스템의 특징

과 조종방법에 하여 설명하고, 3 에서는 상 시스

템의 시뮬 이션을 한 7DOF 운동방정식을 설명한

다. 그리고 4 에서는 Open-loop 입력을 통한 조종성

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 으며, 5 에서는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유도제어기법에 하여 설명한다. 그리

고 6 에서는 Monte-carlo 시뮬 이션 수행을 해 탄

착오차를 유발하는 요소의 종류와 그 값을 설정하고 

시뮬 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7 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상 시스템 특징

  본 연구에 사용된 상 시스템은 155 mm 포탄으로, 

Fig. 1과 같이 크게 탄체(Shell)과 노즈(Nose)로 구분된

다. 탄체와 노즈는 베어링에 의해 롤 운동이 독립 이

며, 탄체에 부착된 롤 이크를 작동시켜 노즈의 회

속도를 유지한다. 노즈는 두 의 카나드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한 의 카나드는 1축 구동기를 이용하여 

피치효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다른 1축 카나드

는 고정된 붙임각을 가지고 부착되어 롤 모멘트를 만

들어 내며, 4 도의 붙임각을 가지도록 설계하 다. Fig. 

2는 노즈 회 에 따른 피치 효과의 방향과 이때 조종

면의 변 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듯이 조종입력은 

주기함수 형태로 작동한다. 따라서 상 시스템의 경

우 일정하게 회 하는 노즈의 주기에 맞게 조종면을 

조작할 수 있는 제어기법이 요구된다.

Fig. 1. Guided dual-spin projectile system

Fig. 2. The control mechanism

3. Dual-spin 탄 운동방정식

  상 시스템은 회 하는 탄체와 노즈가 독립 인 회

운동을 하므로, 각각 독립 인 자유도를 가진다. 하



기 궤 을 이용한 탄도수정탄 유도제어기 설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8권 제2호(2015년 4월) / 183

지만 탄체와 노즈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탄체와 노즈의 

병진운동과 피치, 요 회 운동은 서로 구속되어 동일

하게 발생 하므로 탄체와 노즈 사이는 롤 회 운동만 

추가 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체와 

노즈 사이의 분리(Decoupling) 메카니즘을 모델링하여 

최종 으로 7DOF 운동 모델링을 구성한다. 운동방정

식 자세한 개과정은 참고문헌[10]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상 시스템 운동방정식 구성을 해 Fig. 3과 같은 

좌표축을 정의한다. 동체좌표계와 X축은 일치하지만, 

롤 회 하지 않는 NRF(No-roll frame)은 탄체의 운동을 

표 하고, 수정신 에 고정되어 롤 회 하는 동체축은 

수정신 의 롤 운동을 표 한다.

Fig. 3. Axes of the system

  노즈와 탄체는 병진운동에 하여 서로 구속되어 

있으므로, 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은 각 부분의 힘

의 합과 동일하다. 이에 따른 일반 인 선운동방정식 

식 (1)을 정리하면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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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는 힘과 속도의 벡터를 의미하며 xyz축에 

하여 각각 와 의 요소를 가진다. 

 는 탄체와 노즈의 질량을 의미하며, 는 력

가속도를 의미한다. 는 NRF에서 각속도이며, 구

성요소인 은 피치와 요 각속도를 의미하며, 는 

피치각을 의미한다. 상/하첨자 는 탄체, 은 노즈를 

의미한다.

  7DOF는 체 시스템의 6DOF 운동방정식에 노즈의 

롤 운동이 추가된 형태이다. 회  운동량 보존법칙은 

식 (3)과 같이 노즈와 탄체의 면에 발생하는 롤 

모멘트를 고려한다. 베어링 성 마찰에 의한 모멘트

와 롤 이크에 의한 모멘트는 각각 식 (4)와 식 (5)

로 정의한다. 이때 는 xyz축의 모멘트를 의미

하며, 는 성모멘트,  는 동체축에서의 각속도를 

의미한다. 은 각각 동체와 노즈의 롤 각속도를 

의미하며, 는 성마찰계수, 는 롤 이크 

설계 게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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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상 시스템을 노즈와 탄체로 구분하고, 의 식을 이

용하여 각 부분의 CG에서 각운동방정식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식 (6)은 탄체의 각운동방정식을, 식 (7)

은 노즈의 각운동방정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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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부분의 CG에서 구한 각운동량을 평행축 정리를 이

용하여 체 CG 기 으로 변환시킨 후 Internal Force



성재민․한유진․송민섭․김병수

184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8권 제2호(2015년 4월)

에 의한 모멘트는 서로 소거시킨다. 노즈와 탄체의 롤 

운동은 서로 다른 Dynamics를 가지므로 분리하여 최종

으로 정리하면 식 (8)과 같다. 여기에 사용되는 CG

와의 거리는 Fig. 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상/하첨자 는 Total CG를 의미한다.

Fig. 4. Geometry of dual-spin projec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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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시스템의 공력데이터는 PRODAS와 DATCOM

을 통하여 획득하 으며, 기본탄의 공력 데이터는 

PRODAS를 통하여 획득하 고, 수정신 에 의한 수직

력과 롤모멘트는 DATCOM을 통하여 획득하 다. 한 

수정신 에 의해 변화되는 항력은 CFD+DATCOM을 

이용하여 구성하여 용하 으며, 해당 내용은 참고문

헌[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 시스템의 구동기는 시상수 0.01 sec를 갖는 1차 

시스템으로 구성하 으며, ±20°의 조종면 변  제한과 

±600 deg/s의 조종면 변  각속도 제한을 가지도록 구

성하 다.

4. 조종성능 분석

  조종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앞서 설계한 7DOF 비

선형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은 수정신

의 회 속도는 2 Hz로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하

고, 조종입력 작동시 은 체 비행시간의 반으로 

두고 수행하 다. 한 최  조종가능 범 를 알기 

하여 유도제어를 하지 않은 Open loop 입력을 인가하

다. 이때 Open loop입력은 수정신 의 회 속도(2 

Hz)에 맞춰 주기함수로 구성하 으며, 45 deg 간격으

로 상(Phase)을 변화시켰다. 이때, 조종입력의 크기를 

10 deg, 20 deg로 주었다.

  Fig. 5는 출구속도 924 m/s, 고각 800 mil로 발사하

을 때 결과로, 무유도 탄착지 이 진행방향거리(Down 

Range)로 30,170 m, 측면거리(Cross range)로 1,105 m 

이며, Open loop 입력을 통하여 Down range 방향으로 

+226 m, -473 m, Cross range 방향으로 ±400 m 범 의 

조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출구속도 584 m/s, 고각 800 mil로 발사하

을 때 결과로, 무유도 탄착지 이 Down range로 

16,460 m, Cross range로 455 m 이며, Open loop 조종

입력을 통하여 Down range 방향으로 +60 m, -200 m, 

Cross range 방향으로 ±120 m 범 의 조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상 시스템의 탄착지 의 특징을 보면, 조종

입력을 주는 방향과 탄착지 의 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이로 효과에 의한 향으로 회

하는 노즈의 합한 제어기 설계를 하여 해당 상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시스템의 경우, 조종입력에 한 탄착지 의 상이 

평균 -140 deg를 가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Fig. 5. Maximum correction range with open-loop 

control(924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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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Maximum correction range with open-loop 

control(584 m/s)

5. 유도제어 명령 설계

  상 시스템의 유도제어의 목 은 최종탄착 오차를 

원하는 요구수 (반경 50 m)을 만족하게 탄도를 수정

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Fig 7, 식 (9)와 같이 기 경

로( )와 재 치( )의 오차( )를 이용

하여 유도제어 명령을 구성하 다. 이때 오차는 재 

비행하는 Down Range에 해당하는 기 경로의 고도와 

측면 치의 차이를 계산한다. 상 시스템의 경우 조

종력이 매우 작아, 비행자세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오

래 걸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 (10)과 같이 미분

게인을 사용하여 상 시스템의 응답속도를 향상 시켰

다. 한 비행  부분의 구간에서 최 한 조종력을 

낼 수 있도록 비례게인을 선정하 기 때문에, 분게

인은 사용하지 않았다. 최종 으로 회 하는 1축 카나

드의 조종입력은 식 (11)과 같이 표 된다. 이때, 는 

회 하는 신 의 롤각을 의미하며, 는 유도입력의 

상으로 식 (12)와 같이 표 되며, 는 앞서 탄착지

 분석을 통해 획득한 상(-140 deg)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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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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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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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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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ze

Fig. 8. Concept of the guidance law

본 연구에서 기 경로는 이상 인 조건의 시뮬 이션

을 통하여 획득하 으며, 실제 장에서는 사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8은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회 하는 상 시스템의 유도제어기 구

조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Fig. 7. Controller structure of dual-spin projec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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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뮬 이션 결과

  탄착성능인 CEP를 분석하기 하여 Monte-carlo 시

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탄착오차를 유발하는 요소

를 크게 발사조건, 환경조건, 공력조건으로 나 어 설

정하 다. 발사조건에서는 출구속도 3 m/s, 고각 0.5 

mil, 편 각 4 mil 오차의 표 편차를 선정하 고, 환

경조건에서는 도 0.15 %(case 1), 0.4 %(case 2), 바람 

0.4 m/s(case 1), 2 m/s(case 2) 오차의 표 편차, 공력조

건에서는 항력 1 % 오차의 표 편차를 선정하 다. 각 

오차의 표 편차 값은 참고자료를 통하여 획득하 다
[12]. 한 선정된 오차 요소들의 종류와 크기가 잘 선

정되었는지 확인하기 하여 Monte-carlo시뮬 이션으

로 도출된 무유도 탄착군을 참고문헌 [13]의 자료와 비

교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무유도 탄착군이 세로축이 

긴 타원형의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실제 탄이 진행방

향의 오차요소에 더 민감한 향을 받는 것에 기안한 

것으로 악된다.

  CEP 도출을 해 Monte-carlo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앞서 설명한 탄착오차 요소 값을 표 편차로 

갖는 랜덤 함수로 생성하여 1000회의 시뮬 이션 수행

하 다. 이때 Monte-carlo 시뮬 이션은 출구속도 584 

m/s, 924 m/s와, 고각 600 mil, 800 mil, 1000 mil의 발

사조건 각각에 하여 오차 case1과 2를 용한 총 12

가지 조건에 하여 수행하 다. Table 1은 case 1에 

한 Monte-carlo 시뮬 이션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Fig. 9-14는 case 1에 한 각 조건별 탄착군의 오차를 

보여 다. Table 2는 case 2에 한 결과를 정리한 표

이며, Fig. 15-20은 case 2의 각 조건별 탄착군의 오차

를 보여 다. 각 그림의 좌측 그림은 무유도 시 오차, 

우측그림은 유도제어 시 탄착군의 오차를 보여주는 그

림으로, 모든 그림의 축의 가로, 세로 길이는 ±1,100 m

로 동일하다. 결과에서 보듯이 case 1, 2의 모든 조건

에 하여 요구되는 성능(CEP 50 m 이내)를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오차로 생성되는 CEP를 참고

문헌[12]과 비교하면, 924 m/s의 발사조건에서는 case 2, 

584 m/s에서는 case 1의 무유도 탄착결과가 유사한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참고문헌의 CEP를 기 으

로 할 경우, 해당 유도제어기법은 30 m 이내의 CEP를 

갖는 것으로 악된다.

  한 유도제어를 용한 경우 어드는 오차의 크기

는 앞서 Fig. 4, 5에서 보여  Open-loop 탄착 성능과 

유사한 크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유도제어기법이 탄도수정

탄이 가지는 최 의 성능을 내는데 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Table 1. Monte-carlo simulation results(case 1)

속도
(m/s)

고각
(mil)

무유도 CEP
(m)

유도제어 CEP
(m)

584

600 100 30

800 113 28

1000 110 22

924

600 187 21

800 244 18

1000 242 27

Table 2. Monte-carlo simulation results(case 2)

속도
(m/s)

고각
(mil)

무유도 CEP
(m)

유도제어 CEP
(m)

584

600 126 39

800 140 45

1000 150 47

924

600 224 22

800 273 20

1000 289 32

Fig. 9. Simulation results(case 1, 584 m/s, 600 mil)

Fig. 10. Simulation results(case 1, 924 m/s, 600 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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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imulation results(case 1, 584 m/s, 800 mil)

 

Fig. 12. Simulation results(case 1, 924 m/s, 800 mil)

 

Fig. 13. Simulation results(case 1, 584 m/s, 1000 mil)

  

Fig. 14. Simulation results(case 1, 924 m/s, 1000 mil)

 

Fig. 15. Simulation results(case 2, 584 m/s, 600 mil)

 

Fig. 16. Simulation results(case 2, 924 m/s, 600 mil)

 

Fig. 17. Simulation results(case 2, 584 m/s, 800 mil)

 

Fig. 18. Simulation results(case 2, 924 m/s, 800 mil)

 

Fig. 19. Simulation results (case 2, 584 m/s, 1000 mil)

 

Fig. 20. Simulation results(case 2, 924 m/s, 1000 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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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탄도수정탄의 특징과 조종방법에 

하여 이해하고 이에 합한 유도제어기법을 설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하여 본 논문에서 상으

로 하는 탄도수정탄의 특징을 설명하고, 7DOF 시뮬

이션 모델링  1차 구동기 모델을 구성하 다. 구성

된 7DOF 비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Open-loop 입력을 

통한 최  조종성능을 악하 다. 한 회 하는 

상 시스템의 조종면에 합한 유도제어명령을 구성하

으며, 비선형 시뮬 이션을 통해 그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시뮬 이션은 탄착오차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2가지 출구속도(924, 584 m/s)와 3가

지 고각(600, 800, 1,000 mil)에 한 결과를 제시하

다. 결과에서 보듯이 선정한 오차요소는 실제 발생하

는 탄착오차를 히 구 하는 것으로 단되며, 유

도제어 명령을 용한 경우 요구되는 CEP를 만족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유도제어기법은 상 모델이 가지는 최

한의 성능을 내는데 합한 방법임을 확인 하 다. 향

후 연구를 통해서는 기 궤 을 이용하지 않고 유도제

어명령을 생성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될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원한 탁과제의 일

환으로 수행된 결과의 일부이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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