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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전자광학 추적장비(EOTS: Electro-Optical Tracking System)

는 영상 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목표물을 자동적으로

추적하면서 운용자에게 목표물에 대한 안정화된 영상을 제

공하고 표적의 속도 각속도 등의 표적정보를 사격통제 시,

스템에 제공하는 장치이다 최근에는 관측 또는 항법 보조.

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 뿐 아니라 사격통제를 위한 TADS

기능과 정보 감시 정(Target Acquisition Designation Sight) , ,

찰 및 추적 기능을 보유한 복합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안정화 성능 개선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

영상센서의 탐지거리와 해상도 향상 정보수집 기능[1-5], ,

등의 추가 기구물의 소형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6,7].

하지만 탐지레이더사격통제장비 등과의 연동으로 기동성, /

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에도 전자광학 추적장비의 위치제어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제어기법의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

이다.

전자광학 추적장비는 주로 항공기 또는 함정 등에 장착

되며 탑재 플랫폼 의 외란을 제거하여 안정화된, (Platform)

영상을 제공하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그.

림 에 나타낸 것처럼 안정화를 담당하는 내부짐발과 구동1

을 담당하는 외부짐발의 이중짐발 구조를 가지고 있다[8].

내부짐발에는 열상카메라 및 자이로스코프 등의(Gyroscope)

센서가 탑재되며 약 도의 제한된 각도로 구동이 가능, +/-3

하다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외란을 측정하고 이를 보상하여.

*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

Manuscript received April 26, 2013 / revised June 5, 2013 / accepted

August 4, 2013

임정빈 유준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

(jbin.yim@gmail.com/jlyou@cnu.ac.kr)

김성수 국방과학연구소: (kimsungsu@add.re.kr)

안정화 제어를 수행한다 외부짐발은 방위각으로 도 고. 360 ,

각으로는 도의 범위로 구동이 가능하며 내부짐발+20~ -120 ,

에 종속되어 구동된다[9].

내부짐발 선구동 방식으로는 빠른 위치속도 구동명령/

인가시 불안정한 구동이 발생하였다 실장비로부터 측정을.

통해 수립한 모델의 주파수 응답 분석을 통해 제어구조의

한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으로 외부짐발 선구동 방식을 제안한다 이 제어방식은 관.

성모멘트가 큰 외부짐발을 위치명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

동하고 이에 내부짐발이 추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

기존의 내부짐발 선구동 방식과 본 외부짐발 선구동 방

식의 주파수응답을 비교함으로써 빠른 위치제어시 제시된

방식이 더 안정적임을 보였고 실장비 시험 결과를 통해 이,

의 장점을 입증하였다 또한 내부짐발 선구동으로는 불안. ,

정할 수 밖에 없는 직하방 지점에서의 현상이 외부(Nadir)

짐발 선구동에서는 안정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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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중짐발구조를갖는전자광학추적장비.

Fig. 1. Dual-gimbal structure of E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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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II.

내부짐발 선구동 방식1.

전자광학 추적장비는 최우선의 목적인 영상안정화를 위

하여 그림 와 같이 특화된 제어구조를 갖고 있다2 .

먼저 운용자로부터 구동명령 이 인가되면 위치제(CMD) ,

어기를 통해 자이로스코프의 토커 명령으로 인가(Torquer)

되고 자이로스코프의 출력신호는 다시 속도제어기를 거쳐,

내부짐발을 구동하게 된다 외부짐발은 퍼텐쇼미터. (Potentio-

를 통해 내부짐발의 위치를 추종하게 된다 이때 자meter) . ,

이로스코프의 축과 내부짐발은 약 도 이내에서 제어가±0.3

되어야 하고 내부짐발과 외부짐발은 도 이내의 범위에서, ±3

제어가 되어야 축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자이.

로스코프 축과 내부짐발 또는 내부짐발과 외부짐발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면 충격이 자이로스코프에 전달되고 자이로, ,

스코프의 출력이 최대최소값으로 진동하게 되어 제어가 불/

안정해 질 수 있다 내부짐발 모드가 거의 모든 에서. EOTS

사용되는 이유는 안정화 제어 시에 탑재 항공기의 기동에

의한 외란이 발생하여 외부짐발이 흔들리더라도 내부짐발

은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관성좌표계에 대하여 안정화를 수

행하므로 내부짐발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따라서 안정화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위치제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림 에서처럼 위치제어기를 통해 속도명령을2

인가하면 안정화 제어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상안정화

를 하는 동시에 위치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은 내부짐발 모드에서 구동명령의 속도 및 가속도3

를 증가시키며 위치제어를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에서 더. 3

욱 빠른 기동을 위해 속도 및 가속도가 큰 구동명령을 인

가하면 제어가 불안정해지며 발산하였다 내부짐발 및 외부.

짐발의 제어기 이득 등을 조정하여도 제어성능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득이 커질 경우 외부짐발의 공진현상이,

발생하여 위치명령이 없는 안정화 제어모드에서도 외부짐

발이 좌우로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에서 각속. 3

도가 각가속도가 인 명령 에도 구동3rad/sec, 4rad/sec2 (V3A4)

이 다소 불안정해 짐을 볼 수 있으며 속도가 각가, 3rad/sec

속도가 의 명령 에는 큰 폭의 진동이 일어12rad/sec2 (V3A12)

남을 볼 수 있다.

내부짐발은 관성모멘트가 작고 제어대역폭이 넓어 빠른

기동이 가능하나 외부짐발은 내부짐발에 비해 관성모멘트

가 크고 제어대역폭이 좁으므로 내부짐발의 빠른 기동시,

외부짐발이 내부짐발과의 위치를 충분히 추종하지 못해 내

부짐발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짐발의 기동.

은 외부짐발의 제어 대역폭에 제한받게 되며 이런 제어구,

조로 인해 최근 전자광학 추적장비에 요구되는 빠른 기동

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장비 주파수.

응답으로부터 실장비의 모델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

부짐발과 외부짐발의 응답특성을 분석하였다.

내부짐발 선구동 방식 전달함수1.1

그림 에서 각도 측정 센서인 퍼텐쇼미터2 (

와 레졸버)

(

는 위치각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출력을 가지므로) ,

일관성을 잃지 않고 전달함수는 로 나타낼 수 있고 이‘1’ ,

를 이용하여 블럭도를 간략화하면 그림 과 같다4 .

그림 와 에서2 4 LOS (Line of S 는 전자광학 추적장ight)

비의 시선방향으로 열상카메라가 장착된 내부짐발의 위치

(POSIG와 같다 내부짐발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

없으므로 내부짐발과 외부짐발의 각도차이를 나타내는 퍼,

텐쇼미터와 외부짐발의 각도센서인 레졸버 를 이용(Resolver)

하여 계산한다 그림 에서 나타낸 루프를 정리하면 위치. 4 ,

명령에 대한 시선방향내부짐발 위치의 전달함수는 식( ) (1)

과 같다 그리고 위치명령에 대한 외부짐발 위치. (POSOG의)

전달함수는 식 와 같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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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부짐발모드의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inner gimb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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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내부짐발모드에의한계단응답.

Fig. 3. Step responses by the inner gimbal mode.

그림 4. 그림 의간략화2 .

Fig. 4. Simplification of the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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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해당하는 전달함수로 식 과 와 같이 나forward (3) (4)

타낼 수 있다.









·


 (3)


 =





·


·


(4)

이때,























(5)

내부짐발 선구동 방식 주파수응답1.2

식 와 식 로 주어진 내부짐발과 외부짐발의(5) (4) forward

전달함수는 실장비 측정실험을 통해 취득한 주파수 응답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그림 에서[10]. 5

파란 실선은 내부짐발의 자체 특성에 해당하는 주파수 응

답 데이터이며 붉은 점선은 이를 선형화 모델링한 전달함,

수 


의 주파수 응답을 가리킨다 약 의measure, (5) . 35Hz

대역폭과 도 정도의 위상여유를 가진다30 .

그림 에서 파란 실선은 외부짐발의 자체 특성에 해당하6

는 주파수 응답 데이터이며 붉은 점선은 이를 근사화하여,

구한 전달함수 


, 의 주파수 응답 그래프이다 약(4) .

의 대역폭에 대략 도의 위상여유를 가진다4Hz 60 .

이제 그림 과 식 에 나와 있는 위치제어기3 (3) 

를 다

음의 비례 적분 형태로 도입한다. 위치제어에 있어 대부분

외란은 저주파에서 발생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제어기는,

높은 개루프 이득을 갖는 비례적분 제어기를 사용한다 또.

한 이득교차주파수 부근에서 위상여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진상보상기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



(6)

앞서 선형화를 통해 구한 


를 이용하여 내부measure

짐발 모드의 전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고 이의 특성을

관찰한다 그림 은 식 위치명령에 대한 내부짐발의 주. 7 (1),

파수 응답이며 그림 은 식 위치명령에 대한 외부짐발, 8 (2),

의 주파수 응답이다.

그림 과 에서 위치제어기 식 의 이득7 8 (6) 를 변경하

여 이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림 에서 내부짐발 모드의. 8

경우 약 에서 공진이 발생하여 외부짐발의 구동이 불, 4Hz

안정해 짐을 볼 수 있다 위치제어기의 이득이 커질수록 공.

진은 심해지며 이는 내부짐발과 외부짐발의 충돌을 일으키,

게 되므로 위치제어에 제약으로 작용하며 결국 외부짐발의

응답특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점에서의 구동제한1.3 Nadir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빠른 기동성능을 위한 이득의1.2

크기는 외부짐발의 공진으로 인해 제한되며 또 다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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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파수 응measure

답데이터및선형모델.

Fig. 5. Frequency response data and its fitted linear model for the

inner gimbal forward transf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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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equency response data and its fitted model for the outer

gimbal forward transf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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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이중짐발의 구조로 인한 것이다 그림 에서 나타낸. 2

내부짐발 모드의 경우 위치구동명령과 시선방향과의 차이,

( 가 내부짐발의 자이로스코프 토커 명령으로 인가)

되게 되는데 이때 위치 구동명령은 외부짐발 좌표계 기준,

으로 인가된다 전자광학 추적장비의 이중짐발 구조로 인해.

고각(

이 커지면 외부짐발 방위각 의 구동방향) , (Azimuth)

과 내부짐발 방위각자이로스코프 토커축의 구동방향이 어( )

긋나게 되므로 방위각을 구동하기 위한 내부짐발 방위각의,

구동명령(


은 식 과 같이 작아져야 한다 그) (7) .

림 는 고각이 도 및 도 일 때 같은 방위각 구동을 위9 0 60 ,

한 내부짐발 구동명령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 cos

 (7)

아울러 내부짐발 모드의 경우 고각에 따른 외부짐발의 방,

위각 구동명령(


은 내부짐발의 작은 구동값을 보)

상하기 위해 식 과 같이 고각의 코사인 값에 반비례하여(8)

커지게 된다.




× sec

 (8)

여기서 는 퍼텐쇼미터의 측정치로 내부짐발과 외부짐POT

발의 각도차이다 고각이 직하방 지점에 가까워지면 코사. ,

인 값이 에 가까워지고 코사인의 역수인 값은 매‘0’ , secant

우 큰 값을 갖는다 내부짐발과 외부짐발의 각도 차가 작게.

변화하더라도 외부짐발 구동명령은 큰 값으로 변화하게 되

어 방위각 제어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외부짐발 방위각.

제어 이득은 고각이 직하방 지점에 가까울 때에도 외부짐

발이 불안정해지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되며 이는 외부짐발,

의 제어대역폭을 제한한다.

전자광학 추적장비는 일반적으로 탑재 플랫폼의 전방을

관찰하게 되지만 다목적 헬리콥터 등에 탑재되어 특정지역

관찰 구조임무 보급임무 등을 수행시에는 항공기의 직하, ,

방 고각 도 지점 부근을 관찰해야 한다 하(Nadir point, 90 ) .

지만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실제 운용시 고각이 도, 85~95

인 구간에서는 고각만 구동이 가능하며 방위각 구동은 제,

한된다.

외부짐발 선구동 방식2.

본론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짐발 선구동방식1 ,

은 제어구조로 인해 위치제어 이득이 커지면 외부짐발에

공진이 발생하고 고각이 커짐에 따라 방위각 구동이 불안,

정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제어기의 이득이 제.

한되고 따라서 기동성에 제한을 갖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 .

한 방안으로 외부짐발 선구동 방식을 제안한다 외부짐발.

선구동방식은 기존의 내부짐발 모드와는 다르게 관성모멘

트가 큰 외부짐발을 먼저 위치 명령에 따라 구동하고 이에

따라 내부짐발을 추종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이다.

전자광학 추적장비의 이중짐발 구조와 유사하게 연속된

이중의 구동부를 갖는 고속의 가공기계 및 하드디스크 등

에서는 관성모멘트가 큰 구동부를 먼저 구동하고 작은 관,

성모멘트를 갖는 구동부를 나중에 구동시킴으로써 빠른 위

치이동과 정밀구동을 구현한다 고속의 가공기계등과[11,12].

달리 전자광학 추적장비는 고각과 방위각의 구동이 연관을

갖으며 자이로스코프를 통한 안정화가 필요한 차이점이 있,

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내부짐발 선구동 방식과 본 외부짐발 선구동 방식의 주파

수응답을 비교함으로써 빠른 위치제어시 제시된 방식이 더

안정적임을 보였고 실장비 시험 결과를 통해 이의 장점을,

입증하였다.

외부짐발 선구동 방식 전달함수2.1

그림 은 외부짐발 모드의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10

다 그림. 의 블록도를 간략화 하면 그림 과 같고 루프10 11 ,

를 정리하면 외부짐발 모드에서의 위치명령에 대한 각 짐

발 축의 위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식 는 외부(9) 짐발 모드에서의 위치명령에 대한 시선방

향내부짐발 위치의 전달함수이며 식 은 위치명령에( ) , (10)

대한 외부짐발 위치의 전달함수이다.












·







(9)














(10)

그림 8. 내부짐발모드의경우 외부짐발에관한주파수응답, .

Fig. 8. Frequency responses for the outer gimbal in case of the

inner gimbal mode.

그림 9. 고각에따른구동명령.

Fig. 9. Velocity command according to the eleva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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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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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짐발

그림10. 외부짐발모드의블록도.

Fig. 10. Block diagram of the outer gimbal mode.

그림11. 그림 의간략화10 .

Fig. 11. Simplification of the Fig. 10.

외부짐발 선구동 방식 주파수응답2.2

그림 는 두 모드 경우에 대한 내부짐발에 관한 전달함12

수 식 과 의 주파수 응답을 하나에 그려 비교한 것이, (1) (9)

다 내부짐발 모드파란 실선의 경우가 보다 특성이 우수. ( )

하나 실제 위치제어가 이루어지는 이하의 영역에서는5Hz

외부짐발 모드의 경우붉은 점선와 큰 성능차이가 없음을( )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 외부짐발 모드의 경우 위치명. 13 ,

령에 대한 외부짐발의 주파수응답이다 그림 의 내부짐발. 8

모드와 달리 외부짐발 모드의 경우 이득이 커지더라도 안,

정한 응답특성을 보이므로 위치제어기에 높은 이득을 설정,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동성 개선 등 위치제어 성능이 향

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점에서의 구동2.3 Nadir

그림 과10 1 의 외부짐발 모드에서 내부짐발 제어명령1

및 외부짐발 제어명령을 구하면 식 와 같다(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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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외부짐발모드의경우 외부짐발에관한주파수응답, .

Fig. 13. Frequency responses for the outer gimbal in case of the

outer gimbal mode.




 (11)




 (12)

식 에서 나타낸 것처럼 외부짐발 구동명령은 식 의(11) (8)

내부짐발 모드와 달리 좌표계 변환의 필요가 없다 외부짐.

발의 구동명령은 그림 에 나타낸 것처럼 고각과 관계없이11

위치명령( 만을 추종하게 되므로 어떤 고각에서도 방) ,

위각 구동은 안정하다 이때 내부짐발은 외부짐발을 추종하.

는 과정에서 제어대역폭이 넓으므로 빠르게 수렴하여 안정,

한 제어가 이루어진다 내부짐발 모드에서 고각이 도. 85~95

인 구간에서는 방위각 제어가 불안정해지므로 방위각 구동,

이 제한되지만, 외부짐발 모드에서는 고각에 따른 방위각 구

동각도의 제한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부짐발 제어.

기에도 높은 이득을 설정하여 기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장비 시험결과2.4

그림 는 실장비 시험결과로 외부짐발 모드에 따른 위14

치제어 결과계단 응답이다 그림 의 시험과 동일한 조건( ) . 3

으로 도의 위치명령을 속도 및 가속도 제한 조건을 변경90

하며 인가하여 시험하였다 실장비의 기구적 설계 최대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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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내부짐발과 외부짐발 모드의 경우 내부짐발에 관한,

주파수응답의비교.

Fig. 12.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s for the inner gimbal

in cases of the inner and outer gimbal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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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외부짐발모드에의한계단응답.

Fig. 14. Step responses by the outer gimb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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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3rad/s 가속도가ec, 12rad/sec
2
인 명령 에도 구(V3A12)

동이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부짐발 모드로 위치.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최단시간에 위치 이동을

완수할 수 있다.

결론III.

기존의 내부짐발 모드는 영상 안정화에 특화된 제어구조

이며 각가속도가 큰 위치명령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구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각속도 및 각가속도를 제한하여 운용해야

만 한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외부짐발 선구동 모드는 최.

근 전자광학 추적장비에 요구되는 빠른 기동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도된 전달함수 및 주파.

수 응답을 통해 외부짐발 모드는 가속도가 큰 위치명령에

대해서도 안정함을 확인하였고 각속도 및 각가속도 제한값,

을 다양하게 변경하며 수행한 실장비 시험 결과에서도 기

존의 배에 이르는 각가속도를 갖는 명령에도 안정적으로3

제어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중의 짐발 구조로 인해 발생. ,

하는 지점 부근에서의 불안정한 구동특성이 외부짐발Nadir

모드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고각에 관계없이 안정된 방위각,

구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중의 짐발 구조를 갖는 유사장비에서

위치제어시 가감속 성능을 높여 정착시간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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