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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체의 다양한 구동기(반작용 휠, CMG, 냉각기 

등)에 의한 미소 진동(Jitter)은 관측 탑재체의 영상 

품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길 수 있다. 따라서 다양

한 미소 진동 절연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 

진동원들에 대한 진동 특성 분석 및 모델링 또한 지

금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반작용 

휠의 경우 위성 탑재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고

주파수 교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반작용 휠의 정확한 휠/교란 모

델링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1),(2). 하지만 실제 위성

체에 사용되는 FM급 반작용 휠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가격상 보안상 여러 문제점 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소 진동 절연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반작용 휠의 교란력을 모사할 수 있는 미소 진동 에

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미소 진동 에뮬레

이터의 진동 스펙트럼을 실제 반작용 휠의 스펙트럼

과 비교 분석해 보고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에뮬레이터 시스템 제작

반작용 휠의 미소 진동원 모델링 기법은 이미 다

양하게 연구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기

로 한다(1). 앞서 연구된 반작용 휠 교란력의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다양한 반작용 휠 타입의 미

소진동 스펙트럼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할 수 있

다. Fig.1은 전형적인 반작용 휠의 교란력을 휠 속

도와 주파수별로 나타낸 waterfall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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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RWA microvibration waterfall plot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한 proof-mass 작동기의 

미소 진동 에뮬레이터로써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실

험 검증이 이루어졌다. 단축 미소 진동 에뮬레이터

는 Fig. 2와 같이 보이스 코일 모터와 반작용 질량, 
판 스프링, 그리고 base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 코일 모터의 경우 MOTICONT사에서 제작

된 GVCM-051-025-01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스프링

과 댐퍼는 반작용 질량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

록 유연한 판 스프링으로 제작되었다. 

Fig.2 Single Axis Microvibration E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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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Reaction wheel prototype

제작된 미소 진동 에뮬레이터의 성능 비교를 위

해서 Fig.3과 같이 반작용 휠 prototype를 제작해서 

교란력을 측정해 보았다. Prototype에 사용된 모터

는 Faulhaber사의 MCBL 3006 S 모델로써 0~6000 
rpm까지 휠의 가감속이 가능하다. 

3. 반작용 휠과 에뮬레이터의 진동 스펙트럼 

비교 분석

제작된 반작용 휠과 에뮬레이터의 진동 스펙트럼

을 비교하기 위해 반작용 휠의 속도를 6000rpm에서 

정지시켰을 때 40초동안의 교란력을 측정하였다. 
Fig.4에서 빨간색 그래프는 반작용 휠 prototype의 

진동 스펙트럼이며 FFT 변환과 전압과 측정된 힘 

사이의 전달함수를 이용하여 에뮬레이터의 입력 전

압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4 Input profile 제작과정

Fig.4에서 만들어진 입력전압을 에뮬레이터에 넣

고 교란력을 측정한 후 측정된 반작용 휠의 교란력

과 비교하였다(Fig.5). Fig.6는 반작용 휠의 교란력

과 에뮬레이터의 교란력을 주파수와 휠 속도에 따라 

그린 waterfall 모습이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에뮬레이터가 반작용 휠의 교란력을 매우 유

사하게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5 Force Disturbance and FFT Comparison

Fig. 6 Reaction wheel & Emulator Disturbance 
Waterfall Comparison

4. 결  론

본 연구는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다양한 반작용 

휠의 교란력을 모사할 수 있는 미소 진동 에뮬레이

터를 제작해보고 실제 반작용 휠의 교란력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실험 검증 결과 반작용 휠의 에뮬레

이터로써 손색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actuator 
교체시 다양한 진동원에 대한 에뮬레이터로 제작 활

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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