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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FTNCS (Fault-Tolerant Networked Control System) that can tolerate control surface failure and 

packet delay/loss in an UAV (Unmanned Aerial Vehicle). The proposed method utilizes the benefits of self-diagnosis by smart 

actuators along with the control allocation technique. A smart actuator is an intelligent actuation system combined with 

microprocessors to perform self-diagnosis and bi-directional communications. In the event of failure, the smart actuator provides the 

system supervisor with a set of actuator condition data. The system supervisor then compensate for the effect of faulty actuators by 

re-allocating redundant control surfaces based on the provided actuator condition data. In addition to the compensation of faulty 

actuators, the proposed FTNCS also includes an efficient algorithm to deal with network induced delay/packet loss. The proposed 

algorithm is based on a Lagrange polynomial interpolation method without any mathematical model of the system. Computer 

simulations with an UAV show that the proposed FTNCS can achieve a fast and accurate tracking performance even in the presence 

of actuator faults and network induced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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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적용범위

는 위험지역의 정찰 · 감시 임무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과학탐사와 같은 민간 연

구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UAV 관련 세계시장 규모

는 연평균 12.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1]. 그러나 엄격한 규격에 의해 

제작된 유인항공기에 비해 UAV의 사고발생률이 매우 높다

는 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림 1에 나타낸 

미국의 UAV 관련 사고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비행

제어시스템의 결함이 엔진결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2]. 본 논문에서는 UAV 비행제어시스템의 고장대

처 기법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UAV를 포함한 항공시스템의 고장대처는 일반적으로 하드

웨어 다중화(hardware redundancy)를 통하여 구현된다[3]. 그러

나 최근에는 제어이론을 이용한 고장대처 방법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6]. 이와 같은 제어기법을 통칭하

여 고장대처제어(FTC: Fault-Tolerant Control)라 하며, 하드웨어 

다중화와 구별하여 소프트웨어 다중화(software redundancy)를 

이용한 고장대처기법으로 분류된다. 지난 20여년에 걸쳐 매

우 다양한 FTC 기법이 연구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어면 재

분배(CA: Control Allocation) 기법은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갖

는 항공기의 고장대처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7-

10]. CA는 시스템의 상태변수 개수보다 많은 액추에이터를 

효과적으로 재분배하여 시스템의 요구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액추에이터를 관리하는 기법이다. 즉 기동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 여분의 제어면이 추가된 항공기의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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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무인항공기 사고 원인[2]. 

Fig.  1. Accidents of UAVs in the US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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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의 구조[12]. 

Fig.  2. The structure of networked control system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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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손실된 액추에이터의 기능을 상쇄하고 비행제어 요

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가상의 입력에 대하여 여분의 제

어면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고장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

나 CA를 포함한 대부분의 FTC 기법이 적절히 동작하기 위

해서는 고장진단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밀하고 신속한 진단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5,11]. 

한편 제어시스템 구조 측면에서, 현대 UAV에서는 기체 경

량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드버

스(fieldbus)로 통칭되는 디지털 통신네트워크를 적용하고 있

는데, 이를 네트워크 기반 제어시스템(NCS: Networked Control 

System)이라고 한다.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NCS는 제어기, 

액추에이터, 센서를 필드버스로 연결하여 폐루프를 형성하는 

제어시스템 구조를 가리킨다[12]. NCS를 적용할 경우 단순화

된 배선,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매우 다양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UAV 비행제어시스템의 고

장대처제어는 결과적으로 NCS 기술과 FTC 기술을 동시에 

고려하는 네트워크 기반 고장대처 제어시스템(FTNCS: Fault-

Tolerant Networked Control System) 설계문제라 할 수 있다

[3,11,14]. 기존의 중앙집중식 구조 하에서 FTC를 설계하는 

문제에 비해 NCS 기반의 FTC 설계는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즉 NC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은 자체진단/보상 

기능 및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지능형 액추에이터(smart 

actuator)가 적용되므로[11], 시스템 구성부품의 고장진단 정보

를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13,14]. 예를 들면, Patton [4]

은 고장진단 기능이 내장된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

로써 액추에이터를 구현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위단계의 

관리자(supervisor)와 진단정보 및 고장대처 정보를 공유하는 

FTNCS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FTNCS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트

워크 전송지연과 데이터 분실(packet loss)에 따른 시스템의 성

능저하 또는 불안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

[12,15]. 전송지연/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률제어

[15,16], 예측제어[17,18], 견실제어[19] 등을 이용한 다양한 보

상기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연속적인 시간지

연에 대한 보상기법으로서, 시스템 모델을 필요로하며 최대 

지연시간이 한 샘플링을 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거나 지연

특성에 대한 정보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한적인 성능을 

갖는 임베디드 프로세서 기반의 제어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액추에이터와 CA 기법을 적용하여 

UAV의 액추에이터 고장과 데이터 전송지연/분실에 효과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FTNCS 기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지능형 

액추에이터는 기존의 액추에이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

제하여 자체고장탐지 및 진단 그리고 양방향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말한다[11,13]. 먼저 지능형 액추에이

터는 자체 고장 탐지 및 진단을 통해 고장 발생 유무를 판단

하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 상태정보(condition data)를 생성한

다. 그리고 진단된 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 상위단계의 전역 

관리자(supervisor)에게 제공한다. 관리자는 모든 액추에이터

로부터 전송된 상태정보를 이용하여 고장으로 인해 저하된 

성능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제어면을 재분배함으로써 액추에

이터의 고장에 대처한다. 네트워크 전송지연/분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Lagrange 보간법(lagrange 

interpolation)을 이용한 시간지연 보상(TDC: Time Delay 

Compensator) 알고리즘을 제어기와 지능형 액추에이터에 각

각 구현한다. 제안된 보상 방법은 시스템이나 지연신호에 대

한 모델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입력신호(즉 제어기에서는 

센서출력신호, 액추에이터에서는 제어기 출력신호)만을 고려

함으로써 매우 단순하고 처리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적용시

스템과 독립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제안된 FTNCS 기법을 무인항공기인 ICE (Innovative 

Control Effector) [20]에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분석 한다.  

 

II. 제안된 네트워크 기반 고장대처 제어시스템 구조 

1.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기반 고장허용제어 시스

템은 그림 4와 같다. 제안된 구조는 제어기(controller)와 고장 

대처가 가능한 CA 모듈, 지능형 액추에이터, 그리고 TDC 모

듈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제어기는 UAV의 주제어기(main 

controller)로 UAV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CA 모듈은 제어기로

부터 계산된 명령값에 대하여 UAV 제어면을 재분배하는 과

정으로 제어면의 최적의 입력값을 찾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 대처가 가능한 제어면 재분배 법칙을 제시하여, UAV 

제어면에서 발생하는 고장을 CA 모듈에서 대처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서 고장에 대한 정보는 지능형 엑추에이터에서 자

 

그림 3. 지능형 액추에이터의 구조[11]. 

Fig.  3. The structure of a smart actuator [11]. 

 

그림 4. 제안된 네트워크 기반 고장대처 제어시스템. 

Fig.  4. The proposed fault-tolerant networke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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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진단되며, 그 결과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자에게 전송되

어 CA 모듈을 재구성 하게 된다. TDC 모듈은 네트워크 환경

에서 발생하는 전송 지연 및 패킷 분실로 손실된 데이터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모듈이다. 본 논문에서

는 UAV에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기반 제어시스템을 설계한

다. 먼저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송 시간 지연 

및 패킷 분실로 인한 시스템 성능 저하를 보상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이어서 CA를 이용한 고장 대처 기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전송 시간 지연 보상 기법 및 CA

를 이용한 고장 대처 기법에 한정하여 다루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TDC 모듈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

하는 전송 지연 및 패킷 분실로 손실된 데이터로 인한 시스

템의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모듈이다. 그림 4와 같이, 설계된 

TDC 알고리즘은 적용시스템의 모델을 필요로하지 않으므로 

적용시스템에 독립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제어기로부터 전송

된 데이터의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지능형 액추

에이터에서, 그리고 센서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의 지연을 보

상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제어기에서 각각 수행되며, 두 개의 

알고리즘은 동일하다.  

액추에이터 고장대처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같이 지능형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계층구조 형태를 갖는다. 여기서 하위 

계층은 제어기와 CA 모듈 그리고 지능형 액추에이터로 구성

되어 있다. 지능형 액추에이터는 액추에이터의 상태를 진단

한 상태정보를 상위 계층인 전역 관리자로 전달한다. 상태정

보는 액추에이터의 성능에 따라서 0~1 사이의 정량적인 값

으로 표현된다. 지능형 액추에이터로부터 전달된 상태정보를 

이용하여 전역 관리자는 제어면을 재분배하여 고장에 대처

한다.  

2. 액추에이터 고장 모델링 

액추에이터에서 발생한 고장의 모델은 그림 5와 같이 크

게 4가지로 분류된다[21]: LiP (Lock in Place), Float; Hard-over; 

LoE (Loss of Effectiveness). 여기서 LiP, Float 그리고 Hard-over

와 같은 고장은 입력에 독립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러한 

고장의 형태를 통칭하여 ‘total failure’로 정의한다[4]. 이에 반

하여 LoE 고장은 액추에이터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로 출력

은 입력에 종속적으로 나타난다(그림 5(d)). 만약 total failure 

고장으로 발생한 액추에이터의 출력을 
i
v 로 가정하면, 일반

적인 액추에이터의 출력은 다음과 같다. 

 ( )1
i i i i i i
u v vα γ α= − +  (1) 

여기서 vi와 ui는 각각 i번째 액추에이터의 고장을 가정하지 

않은 정상적인 출력과 실제 출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αi는 액

추에이터 고장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변수로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0, if total failure does not occur

1, if total failure occurs.
i

α


= 


 (2) 

그리고 γi는 i번째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지능형 액추에이터로부터 전달되는 상태정보이며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a) Lock in place. (b) Float. 

(c) Lock in place. (d) Float. 

그림 5. 액추에이터 고장 종류[21]. 

Fig.  5. Typical failures of actuator [21]. 

 

 ( )

0, total failure

0 1 , LoE failure 

healthy1,

i
γ ε ε




= < <



 (3) 

만약 각각의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함수를 일반

화하여 각각 Γ = diag(γi,j)∈ Rm×m, Ω = diag(αi,j)∈ Rm×m 과 같다고 

가정하면, 액추에이터에 고장이 발생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x Ax B I u B u= + Γ −Ω + Ω�  (4) 

여기서 x∈ Rn은 상태변수, u∈ Rm은 제어입력을 의미하며, 

1
[ , , , , ]

T m

i m
u u u u R= ∈� � 는 i번째 액추에이터에 total failure

가 발생한 경우의 액추에이터 응답을 나타낸다. 식 (4)로부터,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시스템은 Γ=Im, Ω=0이 되며, 결과적으

로 x Ax Bu= +� 가 됨을 알 수 있다.  

 

III. 시간 지연/패킷 분실 보상 알고리즘 설계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전송시간 지연 및 패

킷 분실 보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상 기법은 Lagrange 보간법을 수정한 방법으로, 이전 샘플

링에 전송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입력 정보의 특성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손실된 정보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적용시스템의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적용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agrange 보간법은 다항식 보간법(polynomial interpolation)의 

한 가지로서 n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n-1)차의 다항식을 결

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Lagrange 보간법의 형태는 다음

과 같다[22].  

 
1

1

( ) ( ) ( ),
n

n i i

i

f x L x f x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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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L 는 가중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 ) .
n

j

i

j i j
j i

x x
L x

x x
=

≠

−

=

−

∏  (6) 

식 (5)-(6)으로부터,  

 
1

0,
( ) ( ) ( ),

1,
i k n k k

if k i
L x f x f x

if k i
−

≠
= ⇒ =

=
 (7) 

를 만족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식 (5)는 n개의 데이터를 지나

는 (n-1)차 다항식이 된다. 

NCS에서 발생하는 전송시간 지연 및 패킷 분실을 보상하

기 위하여, 만약 (n-3)T, (n-2)T, (n-1)T 시간에 발생한 3개의 데

이터 값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식 (5)로부터, 이 데이

터 값을 지나는 유일한 2차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그림 6). 

2

( 2) ( 1)
( ) (( 3) )

( 3) ( 2) ( 3) ( 1)

( 3) ( 1)
(( 2) )

( 2) ( 3) ( 2) ( 1)

( 3) ( 2)
(( 1) ).

( 1) ( 3) ( 1) ( 2)

x n T x n T
f x f n T

n T n T n T n T

x n T x n T
f n T

n T n T n T n T

x n T x n T
f n T

n T n T n T n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여기서 T는 샘플링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7과 같이, 

식 (8)를 이용하여 nT시간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2

( 2) ( 1)ˆ ( ) (( 3) )
( 3) ( 2) ( 3) ( 1)

( 3) ( 1)
(( 2) )

( 2) ( 3) ( 2) ( 1)

( 3) ( 2)
(( 1) )

( 1) ( 3) ( 1) ( 2)

nT n T nT n T
f nT f n T

n T n T n T n T

nT n T nT n T
f n T

n T n T n T n T

nT n T nT n T
f n T

n T n T n T n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1, 3, 3 (( 2) )

(( 1) )

T

n

f n T

f n T a v

f n T

− 
 = − − 
 − 

�  (9) 

식 (9)으로부터, 실시간으로 vn을 업데이트 하여 전송지연 

및 패킷 분실로 인해 누락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입력 신호만을 이용하여 손

실된 정보를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적용되는 시스템에 독립

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제어시스템 내의 독립적인 모듈로 

구현이 가능하다.  

 

IV. 고장대처제어 알고리즘 설계 

1. 제어면 재분배 문제 

최근 개발되고 있는 항공기의 경우, 고기동성 등의 높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어면에 추가적인 제어면

을 탑재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유 제어면은 높은 수준의 

비행 성능을 가능케하여 전투시 전술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제어면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한 대처도 가

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CA는 항공기와 같이 여유 제어면을 

탑제한 시스템에서 여분의 제어면을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가상의 입력, v(t),에 대하여 최적의 입력값, u(t),을 찾는 방법

이다.  

다음과 같은 선형 시스템을 고려하자.  

 
u

x Ax B u= +�  (10) 

여기서 x∈ Rn는 상태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u∈ Rm는 입력 

벡터로 구간 [u-, u+]사이의 값으로 가정한다. 또한 Bu∈ Rn×m는 

입력을 분배하는 행렬로 rank(Bu) = k < m 조건을 만족한다. 만

약 식 (10)에 표현된 시스템을 full column rank 행렬 Bv∈ Rn×k

에 대하여, 가상의 입력 v(t)을 이용한 식 (11)과 동일한 시스

템이라 가정하면,  

 ,
v

x Ax B v=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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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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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agrange 보간법. 

Fig.  6. Lagrange interpolation. 

 

( 3)n T− ( 1)n T−( 2)n T−

(( 2) )f n T−

(( 1) )f n T−
ˆ ( )f nT

(( 3) )f n T−

nT

그림 7. 제안된 추정 기법. 

Fig.  7. The proposed estim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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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제어면 재분배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AP (Control Allocation Problem) [13]: Given a virtual input, 

find the actuator commands u(t) such that the followings are satisfied: 

 ( ) ( )
u v

B u t B v t=  (12) 

where, u- < ur(t) < u+. 

2. 제안된 고장대처제어 기법 

식 (4)로부터, 액추에이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의 선형 시

스템의 모델링은 다음과 같다. 

 ( )
u u

x Ax B I u B u= + Γ −Ω + Ω�  (13) 

액추에이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CAP와 같은 방법

으로, 고장대처 제어면 재분배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TCAP (Fault Tolerant Control Allocation Problem) [13]: 

Given a virtual input v(t), find the actuator commands ur(t) satisfying 

(14) in the range of u- < ur(t) < u+. 

 ( ) ( )
u r u v

B I u B u B v tΓ −Ω + Ω =  (14) 

식 (14)로부터, 여분의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고장대처 문제는 

FTCAP를 풀어 최적의 입력 ur(t)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액추에이터에서 진단된 상태 정

보(γi,와 αi)를 이용하여 FTCAP를 풀게 된다. 만약 i번째 액추

에이터에서 고장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제안된 고장대처 

입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 fu u u= +  (15) 

여기서 u∈ Rm은 CAP로부터 얻어지는 입력이며, uf∈ Rm은 i번

째 액추에이터의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보상

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입력항이다. 여기서 uf 는 정상적인 제

어면을 재분배하여 얻어지는 제어 입력이므로, uf 의 i번째 성

분을 0으로 가정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uf = [uf1, 0, uf2]
T라고 

가정하면, 고장을 대처하기 위해 추가되는 입력 uf 는 uf1∈ Ri-1

과 uf2∈ Rm-i를 구함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약 u*
f = [uf1, 

uf2]
T∈ Rm-1라고 가정하면, 다음의 정리가 성립한다.  

Theorem 1: 만약 (10)과 같이 표현된 시스템의 i번째 액추

에이터에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u*
f 가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한다면,  

 * *

, , , ,
(1 ) 0

u i i u i i i i u i i i u i r
b u b u b u B uγ α α− − − − =  (16) 

고장 대처 제어 입력은 (15)와 같게 된다. 

여기서 bu,i는 Bu의 i번째 열 벡터를 말하며, B*
u,i∈ Rn×(m-1)는 i번

째 열 벡터를 제외한 bu,j (j≠i)로 구성된 행렬을 말한다. 즉, 

B*
u,i=[bu,1, bu,2, ... ,bu,m]. 그리고 u*

i∈ Rm-1는 고장이 발생한 i번째 

액추에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액추에이터들의 입력으로 구성

된 벡터로 u*
i = [u1 u2 … ui-1 ui+1 … um]T와 같이 표현된다.  

Proof: 만약 i번째 액추에이터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이 발생한 시스템의 일반적인 모델링은 (13)과 같다. 만약 고

장 대처 제어 입력이 (15)와 같다고 가정하면, 임의의 가상 

입력 v(t)에 대하여, 식 (14)가 만족되어야 한다. 또한 만약 고

장 대처 제어 입력의 uf가 조건 (16)를 만족한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조건이 성립한다: 

 
* * * *

, , , ,

* *

, ,

( )

( )( )

( ) ( )

(1 )

(from (16))

.

u r u

u f u

u u f u

u i i u i i i i u i f u i i i

u i i u i i

u v

B I u B u

B I u u B u

B I u B I u B u

B u b u B u b u

B u b u

B u B v

γ α α

Γ −Ω + Ω

= Γ −Ω + + Ω

= Γ −Ω + Γ −Ω + Ω

= + − + +

= +

= =

 (17) 

따라서 u*
f 가 (16)를 만족한다면, (15)에서 제안된 입력을 통

하여 고장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V. 시뮬레이션 및 고찰 

1.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시간 지연/패킷 분실 보상기법 및 

액추에이터 고장대처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ICE (Innovative Control Effector) 프로그램에 의해 Lockheed 

Martin과 미공군이 개발한 무미익(tailless) 항공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8과 같이 ICE UAV는 65도로 

기울어진 델타익 구조로 수직 미익을 제거하여 레이더 반사

각을 줄였으며, 단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다중 임무 

수행 및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림 

8로부터, UAV의 제어면으로는 일반적인 항공기와 같이 

elevons, symmetric pitch flaps(flaperons), outboard leading edge flaps

을 탑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pitch thrust vectoring(TV), yaw 

TV, all moving tips, spoiler slot deflectors를 제어면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제어면은 수직 미익의 부재로 인한 

부족한 요(yaw) 모멘트를 제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ICE UAV의 turn reversal 기동에 대해 시간 

지연 및 제어면 고장을 고려하여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평가

하였다. Turn reversal 기동은 UAV의 롤 기동으로 먼저 60도 

좌회전을 수행한 후, 다시 60도로 우회전을 수행하는 기동이

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ICE UAV 비행 조건은 마하 0.3, 고도 

15,000ft이며, 선형화된 모델 정보는 Appendix에 나타나 있다.  

ICE UAV의 제어기로는 항공기의 전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

한 동역학 역변환(dynamic inversion)을 사용하였으며[24], Level 

1 비행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25]. 시간지연 현

상은 제어기에서 좌측 elevon 사이(3.6~4.0초, 6.3~6.7초, 7.3~7.6

초, 17.5~17.7초), 롤 각 센서와 제어기 사이(2.8~2.9초, 4.6~4.7

초, 8.2~8.5초, 13.5~13.7초) 및 롤 각속도 센서와 제어기 사이

 

그림 8. ICE 무미익 항공기 구조[23]. 

Fig.  8. Description of the ICE tailless aircraf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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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초, 14.6~14.9초)의 전송 시간 지연 및 패킷 분실을 가

정하였다(시나리오 1). 그리고 고장은 좌측 elevon의 70% LoE 

고장 및 LiP 고장을 가정하였다(시나리오 2). 좌측 elevon의 

고장으로 항공기는 더 이상 좌우 대칭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종방향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고장 대처 기법은 커플링 되어있는 종방향 운동을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 시나리오 2에서의 모든 고장은 시스템이 동작

하고 4초 이후에 발생함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3에서는 시

간 지연 현상과 고장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제안

된 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시간 지연 및 고

장은 시나리오 1, 2의 가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2. 시뮬레이션 결과 

시나리오 1: 그림 9~10은 롤 각 센서 및 롤 가속도 센서와 

제어기 그리고 제어기와 좌측 elevon 사이의 시간 지연 및 

패킷 분실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는 전송 시간 지연 및 패킷 분실을 가정한 turn 

reversal 기동 결과이다. 임의의 시간에 발생한 제어기와 좌측 

elevon 그리고 롤 각 및 롤 각속도와 제어기 사이의 시간 지

연/패킷 분실로 인하여, 항공기는 시간 지연/패킷 분실이 발

생하지 않은 이상적인 모델(normal output)과 비교하여 최대 

3.5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그림 9(b)). 그러나 제안된 보

상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이상적인 모델과의 오차는 0.5도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그림 10(a)는 제어기 및 좌측 elevon에 

입력되는 정보값을 보여준다.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시간 지

연 및 패킷 분실로 인하여, 입력되는 정보값이 명령값 및 측

정치와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여 손실된 정보를 추정하였을 경우, 추정된 값

은 명령값을 잘 추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어기로 들어오

는 센서 측정값 중 손실된 정보에 대한 추정도 매우 정확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0(b),(c)). 따라서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NCS에서 나타나는 전송 지연 및 패

킷 분실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추정 가능하며, 전체 시

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 Between controller and left elevon. 

 

(b) Between roll angle sensor and controller. 

 

(c) Between roll rate sensor and controller. 

그림 10. 전송 시간 지연/패킷 손실에 대한 보상 결과. 

Fig.  10. The result of compensating transmission time delay/packet 

loss. 

 

(a) Results of the turn reversal maneuver. 

(b) Error between normal output and faulty output. 

그림 9. 전송 시간 지연/패킷 분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Fig.  9. Simulation results for transmission delay/packe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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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본 시나리오에서는 4초에 좌측 elevon에서 발

생한 70% LoE 고장 및 LiP 고장 대처 결과를 보여준다. 

LoE failure: 그림 11~12는 ICE 항공기의 좌측 elevon에서 발

생한 성능 저하에 대한 고장 대처 결과를 보여준다. 좌측 

elevon의 70% LoE 고장은 항공기의 성능을 저하시켜 이상적

인 모델을 추종하지 못하게 되며, 주기적으로 최대 13도의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그림 11). 또한 그림 11(d)로부터, 좌측 

elevon에서 발생한 고장은 종방향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그러나 제안된 기법을 통하여 제어면을 재구성하여 고장

을 대처하게 되면, 고장난 ICE 항공기의 기동은 이상적인 모

델을 0.45도 오차 범위 내에서 추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1(c)). 또한 고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종방향 운동

은, 제안된 고장 대처 기법을 이용하여, 여분의 제어면을 재

분배함으로 상쇄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1~12는 

ICE 항공기의 좌측 elevon에서 발생한 성능 저하에 대한 고

장 대처 결과를 보여준다. 좌측 elevon의 70% LoE 고장은 항

공기의 성능을 저하시켜 이상적인 모델을 추종하지 못하게 

 

 

(a) Results of turn reversal maneuver. 

 

(b) Error between normal output and faulty output. 

 

(c) Error between normal output and compensated output. 

 

(d) Pitch angle. 

그림 11. 70% LoE 고장이 고려된 시뮬레이션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s with 70% of LoE failure. 

 

 

 

그림 12. 고장을 대처하지 않은 경우 제어면 변위. 

Fig.  12. The deflections of control surfaces without r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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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고장을 대처한 경우 제어면 변위. 

Fig.  13. The deflections of control surfaces with reconfiguration. 

 

(a) Results of turn reversal maneuver. 

 

(b) Error between normal output and faulty output. 

 

(c) Error between normal output and compensated output. 

 

(d) Pitch angle. 

그림 14. LiP 고장이 고려된 시뮬레이션 결과. 

Fig.  14. Simulation results with LiP failure. 

 

되며, 주기적으로 최대 13도의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그림 

11). 또한 그림 11(d)로부터, 좌측 elevon에서 발생한 고장은 

종방향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제안된 기법을 

통하여 제어면을 재구성하여 고장을 대처하게 되면, 고장난 

ICE 항공기의 기동은 이상적인 모델을 0.45도 오차 범위 내

에서 추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11(c)). 또한 고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종방향 운동은, 제안된 고장 대처 기법

을 이용하여, 여분의 제어면을 재분배함으로 상쇄시킬 수 있

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2와 13은 각각 고장을 대처하지 않

은 경우와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고장을 대처한 경우의 제

어면 변위를 보여준다. 그림 12와 13의 elevon의 변화로부터, 

고장으로 인하여 좌측 elevon의 성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3에서 좌측 elevon의 고장을 대처

하기 위하여 다른 제어면 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LiP failure: 그림 14는 좌측 elevon에서 발생한 LiP 고장에 

대한 고장 대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4에서 나타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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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장을 대처하지 않은 경우 제어면 변위. 

Fig.  15. The deflections of control surfaces without reconfiguration. 

 

 

 

그림 16. 고장을 대처한 경우 제어면 변위. 

Fig.  16. The deflections of control surfaces with r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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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elevon의 LiP 고장은 항공기의 성능에 심각한 저하를 야

기하고 있다. 특히 그림 14(d), 피치(pitch) 각이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4로부터, 제안된 

기법은 LiP 고장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LiP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안된 기법

을 이용한 여분의 제어면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산

하는 종방향 운동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5와 16은 각각 고장을 대처하지 않은 경우와 고장을 

대처한 경우의 제어면 변위를 보여준다. 그림 15와 16로부터, 

4초에 발생한 LiP 고장으로 인하여 좌측 elevon이 약 -5.8도

에서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장 

대처 기법을 사용하여 고장을 대처하는 경우, 고장을 대처하

지 않은 경우의 제어면의 변화와 비교하여, 제어면의 변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 Results of turn reversal maneuver. 

 

(b) Error between normal output and faulty output. 

 

(c) Error between normal output and compensated output. 

 

(d) Pitch angle. 

그림 17. 전송 지연 및 70% LoE 고장이 고려된 시뮬레이션 

결과. 

Fig.  17. Simulation results with transmission delay/packet loss and 

70% of LoE failure.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에서는 시나리오 1에서 가정한 전

송 시간 지연 현상과 시나리오 2의 고장을 함께 고려한 결과

를 보여준다. 본 시나리오에서 다루는 고장은 시나리오 2의 

고장과 동일하게 가정하여, 항공기가 기동을 시작하고 4초 

후에 좌측 elevon의 70% LoE 고장 및 LiP 고장을 가정하였다.  

LoE failure: 그림 17은 전송 시간 지연 및 패킷 분실과 더

불어 항공기의 좌측 elevon의 70% LoE 고장에 대한 대처 결

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보상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시간 

지연 및 패킷 분실에 대한 보상과 고장 대처를 모두 수행하

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보상을 수행한 경우는 전송 지연/패

킷 분실에 대한 보상과 고장 대처를 모두 수행한 경우를 말

한다. 좌측 elevon의 고장은 시나리오 2의 LoE 고장 결과와 

같이 항공기의 성능을 저하시켜 이상적인 모델을 잘 추종하

지 못하게 된다(그림 17).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항공기의 

기동은 이상적인 모델과 비교하여 주기적으로 최대 13도의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그림 17(d)와 같이, 좌측 

elevon에서 발생한 고장은 종방향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

어, 종방향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제안된 기

법을 통하여 고장을 대처하게 되면, 그림 17(c)와 같이, ICE 

항공기의 기동은 오차범위 0.15도 이내의 성능으로 이상적인 

모델을 잘 추종하게 된다. 또한 여분의 제어면을 재분배 함

으로 종방향에서 나타난 불안정성을 보상할 수 있게 됨을 볼 

수 있다(그림 17(d)). 본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전송 시간 지연

에 따르는 성능의 저하가 생겼으나, 시간 지연으로 발생한 

성능의 저하는 고장에 대한 영향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 그림 11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

한 그림 18과 19는 고장을 대처하지 않은 경우 및 고장 대처

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제어면 변위를 보여준다. 좌측 elevon

의 LoE 고장으로 인하여, elevon의 성능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패킷 분실로 인한 성능 저하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18). 하지만 그림 19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TDC 기법을 사용하여 패킷 분실을 대처하는 경우, 손실된 

정보를 잘 추정하여 모든 제어면의 변위가 완만해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은 전송 시간 지연 및 패킷 분실

로 인한 제어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림 20으로부터, 

시간 지연 및 패킷 분실로 인하여 손실된 정보는 제안된 

TDC 기법을 통하여 잘 추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본 시나리오에서는 고장 및 시간 지연 보상을 모두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모두 수행한 경우만을 가정하여 다루었다. 따라

서 그림 20의 TDC 기법 결과는 고장 대처 및 시간 지연 보

상을 모두 수행한 경우의 결과이다. 그림 17로부터, 재구성이 

수행된 결과는 정상적인 상태를 잘 추종하고 있으며, 그 결

과는 그림 9의 시간 지연 보상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

서 그림 20의 좌측 elevon의 명령값 지연 및 보상, 롤 각 및 

롤 각속도에 대한 지연 및 보상 결과는 그림 10의 결과와 매

우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  

LiP failure: 그림 21은 ICE 항공기의 좌측 elevon에서 발생

한 LiP 고장에 대한 고장 대처 결과 및 시간 지연 보상 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 21로부터, 고장난 elevon은 항공기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며,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시나리오 2의 LiP 고장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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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고장을 대처하지 않은 경우 제어면 변위. 

Fig.  18. The deflections of control surfaces without reconfiguration. 

 

 

 

그림 19. 고장을 대처한 경우 제어면 변위. 

Fig.  19. The deflections of control surfaces with r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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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tween controller and left elevon. 

 

(b) Between roll angle sensor and controller. 

 

(c) Between roll rate sensor and controller. 

그림 20. 고장이 대처된 경우, 전송 시간 지연/패킷 손실에 대

한 보상 결과. 

Fig.  20. The result of compensating transmission time delay/packet 

loss with reconfiguration. 

 

(a) Results of turn reversal maneuver. 

 

(b) Error between normal output and faulty output. 

 

(c) Error between normal output and compensated output. 

 

(d) Pitch angle. 

그림 21. 전송 지연 및 LiP 고장이 고려된 시뮬레이션 결과. 

Fig.  21. Simulation results with transmission delay/packet loss and 

LiP failure. 

 

으로 인하여, 피치 각이 지속적으로 발산하여 종방향 안정성

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그림 21(d)). 그러나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제어면을 재구성하게 되면, ICE 항공기는 이상적인 

모델을 잘 추종함을 알 수 있다(그림 21(c)). 또한 그림 21(d)

와 같이,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고장으로 야기된 좌

우 비대칭성으로 인한 종방향의 불안정성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본 결과도 LoE 고장 경우와 같이, 전송 지연에 대한 

영향은 고장으로 인한 영향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

림 22와 23은 제어면의 변위를 보여준다. 그림 24에서, 제안

된 TDC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손실된 정보를 잘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LoE failure의 경우와 같이, 그림 24의 시

간 지연 보상 결과는 그림 10과 그림 20의 결과와 매우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적으로 그림 23의 좌측 elevon의 변

위는 고장이 발생한 액추에이터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4의 좌측 elevon 결과는 명령값으로 입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명령값은 식 (15)에서 제시된 ur(t) 값으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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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장을 대처하지 않은 경우 제어면 변위. 

Fig.  22. The deflections of control surfaces without reconfiguration. 

 

 

 

그림 23. 고장을 대처한 경우 제어면 변위. 

Fig.  23. The deflections of control surfaces with r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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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tween controller and left elevon. 

 

(b) Between roll angle sensor and controller. 

 

(c) Between roll rate sensor and controller. 

그림 24. 고장이 대처된 경우, 전송 시간 지연/패킷 손실에 대

한 보상 결과. 

Fig.  24. The result of compensating transmission time delay/packet 

loss with reconfiguration. 

이 발생한 elevon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의 CAP로부터 유도

되는 값이다. 따라서 그림 23의 elevon의 결과와 그림 24의 

elevon의 결과는 서로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된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UAV의 액추에이터 고장 및 전송지연/패킷

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고장대처제어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지능형 액추에이터의 자체진

단 기능과 제어면 재분배 기법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지능

형 액추에이터는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용한 자체진단 및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액추에이터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제안된 액추에이터 고장대처 기법은 먼저 

지능형 액추에이터의 자체진단에 의한 상태정보를 시스템 

관리자(supervisor)로 전송하며, 이어서 고장으로 손실된 액추

에이터의 기능을 보상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이용하여 여분

의 액추에이터를 재분배한다. 본 논문에서는 액추에이터 고

장대처뿐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제어시스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송지연/패킷 분실 보상 알고리즘을 함께 제시하였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지능형 액추에이터의 자체연산 기능

과 Lagrange 보간법을 이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수학모델을 사

용하지 않고 손실 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과 성능

을 분석하였다. 

  

APPENDIX 

본 논문에서 고려한 ICE 항공기의 속도 마하 0.3, 고도

15,000ft에서의 상태 공간 모델은 다음과 같다.  

 ,x Ax Bu= +�  (17) 

여기서 상태변수 x는 x=[u, w, q, θ, v, p, r, φ]T로 정의되고, u, v, w

는 각각 항공기의 x, y, z-방향의 속도(ft/sec)를 나타내며, p, q, r

은 각각 롤, 피치, 요의 각속도(deg/sec)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한 θ와 φ는 각각 피치 각(deg) 및 롤 각(deg)을 나타낸다. 입

력 u는 u=[δle, δre, δlpf, δrpf, δlmt, δrmt, δlss, δrss, δllef, δrlef, δptv, δytv]
T로 정

의하며, 각 제어면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소개되어 있다. 또

한 (17)의 A와 B는 다음과 같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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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CE 항공기의 제어면 설명. 

Table 1. Nomenclatures of control surfaces in ICE aircraft. 

Symbol Description Symbol Description 

δle
 Deflection of left 

elevon 
δre

 Deflection of right 

elevon 

δlpf
 Deflection of left 

pitch flap 
δrpf

 Deflection of right 

pitch flap 

δlmt
 Deflection of left 

all moving tip 
δrmt

 Deflection of right 

all moving tip 

δlss 
Deflection of left 

spoiler slot 
δrss 

Deflection of right 

spoiler slot 

δllef 
Deflection of left 

leading edge flap 
δrlef 

Deflection of right 

leading edge flap 

δptv 
Deflection of pitch 

nozzle 
δytv 

Deflection of 

yaw nozzle 

 

 

  

 

ABBREVIATIONS  

CA control allocation 

CAP control allocation problem 

FTC fault-tolerant control 

FTCAP fault-tolerant control allocation problem 

FTNCS fault-tolerant networked control system 

ICE innovative control effector 

LiP lock in place 

LoE loss of effectiveness 

NCS networked control system 

TDC time delay compensator 

TV thrust vectoring 

UAV unmanned aeria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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