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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어 부문

등가감속 프로파일을 이용한 EOTS 위치제어
EOTS Position Control Using Constant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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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 Otical Tracking System(EOTS) is required for a rapid movement as well as the stabilization of Line-OfSight(LOS). In order to achieve these two goals, this paper presents a position and velocity driving profile
generation method from the constant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profile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e, enabling a
fast and smooth trajectory even if the target position changes during the movement of LOS.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reveal that the settling time could be reduced significantly by adopting the present position
control scheme.
Keywords : EOTS(전자광학 추적장비), LOS(시선), Stabilization(안정화), Minimum-time(최단 시간), Constant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Profile(등가감속 프로파일)

1. 서 론
전자광학 추적장비(EOTS : Electro-Optical Tracking

위치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관측이 필요한
지점의 변경시에 다른 시선위치로 최단시간 위치제어

System)는 영상 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목표물을
자동적으로 추적하면서 관측자에게 목표물에 대한 안

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최단시간 위치제어와 최소
오차 위치제어라는 이중의 목적이 요구된다[1,2].
이와 같이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

정화된 영상을 제공하고 표적의 속도, 각속도 등의 표

해 Mode Switching, Fuzzy 제어방식 등이 연구되어 왔

적정보를 사격통제 시스템에 제공하는 장치이다.
EOTS는 특수목적 항행, 관측 및 정찰을 위해 특정
지정위치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위치제어기능을 갖는

다. 모드 스위칭 제어는 최단시간 위치제어기와 최소
오차 위치제어기를 각각 설계하고 위치오차 또는 운

다. 이를 위해 탑재된 플랫폼의 움직임 및 외란을 실
시간 보상하여 정확하고 안정되게 지향하는 최소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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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드에 맞추어 스위칭하는 구조로, 스위칭시 과도응
답의 개선이 요구된다. 퍼지 제어의 경우,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며, 다수의 설계점에 따른 제어
규칙의 설계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기에 실제 적용
이 많지 않은 편이다[3,4].
본 논문에서 최소오차 위치제어를 위해서는 튜닝값
에 따라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PID 제어를 사용하고,
최단시간 위치제어를 위해서는 매순간 가감속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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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동 프로파일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목표지점에
따라 결정되는 정해진 패턴의 가감속 제어방식[5～7]과
는 달리 매순간 가속 또는 감속을 판단하여 정해진 등
가감속 프로파일로부터 위치 및 속도 구동 프로파일을
생성함으로써 시선 이동중 목표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에 따라 속응성을 높일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위치 및 속도 프로파일을
모두 이용함으로써 오버슈트 없이 위치제어가 이루어
짐을 확인하였다. 실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

3. 제안된 위치제어 방식
가. 변경된 구조
위치제어 초기의 과도상태에는 최단시간 위치제어를
통해 빠른 시간에 위치오차를 줄이고, 위치제어 후의
안정화 시기에는 외란보상과 함께 지정된 위치에 최소
오차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제어기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Fig. 2와 같이 구동 프로파일을 이
용한 위치제어기를 제시한다.

으며, 실장비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현 위치제
어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3장
에서 가감속 구동 프로파일을 이용한 위치제어기 구조
를 제안하고 전자광학 추적장비를 위한 위치/속도 프
로파일을 설계하였다. 특별히 목표위치가 수시로 바뀌

Fig. 2. The Present Position Controller

는 전자광학 추적장비의 위치제어를 위해 실시간으로
목표위치에 대한 위치/속도 프로파일이 생성되도록 하
였다. 4장에서 실장비 시험결과를 통해 제안한 기법의

안정화 제어기는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외란을 측정
하고, 이를 보상하여 시선을 관성좌표계에 고정시킨다.

효과를 검증하였다. 결론에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기대효과를 언급한다.

2. 현 위치제어 시스템 구조
현재 장비에 설치된 위치제어기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최단시간 위치제어기와 최소오차 위치제어기를
각각 설계하고, 위치오차 또는 운용 모드에 맞추어 스
위칭하는 구조이다. 계단 위치명령이 인가되면, 최단시
간 위치제어기에서 최대 속도명령이 안정화 제어기에
인가된다. 위치오차가 규정치 이하가 되면, 최소오차
위치제어기로 스위칭된다. 하지만 이 경우 스위칭에
의해 과도적으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에 오버슈트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드 스위칭시 최
소오차 위치제어기의 적분기 상태을 최단시간 위치제
어기내 적분기 초기값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이런 초
기치 완충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가감속이 빠른 경우
여전히 오버슈트가 발생하고 있다.

최소오차 위치제어기는 PID 제어기를 사용하며, 작은
위치오차도 빠르게 보상할 수 있도록 큰 이득을 갖도
록 한다. 구동 프로파일 생성기는 계단 형태의 위치명
령을 플랜트의 가속도 및 속도 최대치를 고려하여 부
드러운 곡선형태의 위치명령으로 변환하며, 최소오차
위치제어기에 작은 위치오차가 입력되도록 한다. 이때,
플랜트의 최대 가속도 및 최대 속도를 이용함으로써,
최단시간 위치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위치명령(목표
위치)에 도달한 경우, 가감속 구동 프로파일을 생성하
지 않으며, 최소오차 위치제어만 수행한다.
나. 전자광학 추적장비를 위한 위치/속도 프로파일
구동프로파일은 해당 장비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
를 적용할 수 있다[8]. Fig. 3은 사다리꼴 형상의 구동프
로파일이다. 동일한 속도와 가속도 제한상황에서 사다
리꼴 형상의 구동프로파일이 같은 시간에 더 먼 거리
를 이동할 수 있다. 즉, 최단시간 위치구동이 가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단구동시간의 이점이 있
는 사다리꼴 형상의 구동프로파일을 선택하였다.
전자광학 추적장비의 구동을 등가속도 운동으로 가
정하면 식 (1)에서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1. The Conventional Position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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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등가감속 프로파일을 이용한 EOTS 위치제어

Fig. 4. Flowchart of the Present Scheme

Fig. 3. Trapezoidal Profile
     

(3)

전자광학 추적장비의 경우 위치명령이 제어모드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위치제어가 수행되는 중에도 위
치명령이 바뀔 수 있으므로 초기속도가 ‘0’이라는 가

Fig. 5는 위치명령과 정지위치에 대한 관계를 나타
낸 것이다. 위치명령(  )과 정지위치(  )를 비교하
여 현재시점에서 장비의 가속도(가속/등속/감속)를 결
정한다.

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매순간 구
동프로파일을 새롭게 갱신하여 연속적인 위치/속도
구동 프로파일이 생성되도록 하는 가감속 구동프로파
일 생성기법을 제안한다. Fig. 4는 본 방식의 흐름도
이다.
매순간 위치명령(  )과 정지위치(  )를 비교하
면, 현재 시점에서 장비의 가속 또는 감속을 판단
할 수 있다. 정지위치(  )는 식 (4)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max

(4)

Fig. 5. Relationship between Stop Position and Position
Command

이때,  는 현재위치  는 현재속도이며, max 는
최대 가속도이다.

현재속도가  ≥ 0인 경우를 가정하면 식 (5-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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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때 max 는 최대 가속도이며, max 는 최대 속
도이다.



   
 ①
max
 ②
 max   ≤  
 단  ≥ max 일 경우   

 

Fig. 6과 7에서 위치명령의 빈번한 변화에도 연속적
인 위치구동 명령이 생성되며 속도 프로파일에서 보듯
이 등가감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5-1)

 < 0인 경우를 가정하면 식 (5-2)와 같다.



 ③
max   ≥  
 max     
 ④
단   max 일 경우   

 

(5-2)

식 (5-1)과 (5-2)를 통해 가속도가 결정되면 이를 이
용하여 식 (6), (7)과 같이 현재시점에서의 속도명령 및
위치명령을 구할 수 있다.
(6)

     



          

(7)

이때  는 샘플링 시간이며, 는 가속도이다.
Fig. 6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시간 구동프로파
일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Fig. 6은 약 5Hz로 변경
되는 위치명령에 대한 위치 프로파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Fig. 7은 이에 따른 속도 프로파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Position Command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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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locity Command Profile

4. 실장비 시험 결과 및 비교
Fig. 8은 실장비에서 기존의 위치제어기를 시험한 결
과이다. 약 2.2초에 90도의 위치명령을 주어 최단시간
위치제어가 이루어졌고, 약 4초에 모드 스위칭이 되어
최소오차 위치제어가 수행되었다. 정상상태에 이르는
시간이 약 4초 소요되었으며, 오버슈트는 약 1.5도 발
생하였다.

Fig. 8. Position Control Test Result(previous)

등가감속 프로파일을 이용한 EOTS 위치제어

Fig. 9에서 13은 실장비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가감속 프로파일을 이용한 제어방법을 시험한 결
과이다.

Fig. 11. Position Control Test Result(Position/Velocity
Profile)
Fig. 12는 이 때 시선의 위치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감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약 0.15 이하로 위치제어
Fig. 9. Position Control Test Result(Position Profile)
Fig. 9는 위치 프로파일 명령만을 적용한 결과이며,
Fig. 10은 시선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감속이 시작되
는 시점에 가장 큰 위치오차를 나타내었으며, 오버슈
트는 약 1.3도 발생하였다.

가 잘 이루어졌고, 오버슈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정착시간은 약 2초이다. 또한 가감속 제어가 완료된
이후에는 최소 위치제어를 통해 정확하고 안정되게 지
향됨을 확인하였다.

Fig. 12. Position Error Test Result(Position/Velocity
Profile)
Fig. 10. Position Error Test Result(Position Profile)
Fig. 11은 위치와 속도 프로파일 명령을 함께 적용
한

결과이다.

속도

프로파일

명령을

피드포워드

(feedforward) 형태로 안정화 제어기에 인가하였다.

Fig. 13은 90도의 위치명령에 대한 기존의 모드스위
칭 제어방식과 제안한 가감속 프로파일 방식의 제어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오버슈트가 약 1/10(1.5도 →
0.15)로 감쇄하였고, 이에 따라 정착시간 또한 절반(4
초 → 2초)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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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전자광학 추적장비의 최단시간 위치제어와 최소오차
위치제어의 이중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감속 프로파일을 이용한 최단시간 및 최
소오차 위치제어기를 제안하였다. 현재의 위치 및 속
도, 목표위치를 이용하여 매순간 가속 또는 감속을 결
정하고, 이로부터 위치 및 속도 명령을 생성함으로써
이동중 목표위치의 변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위치명령이 수시로 변경되
더라도 안정적인 가감속 구동프로파일이 생성됨을 확
인하였고, 이를 실장비에 탑재한 적용 시험을 통해 기
존의 모드스위칭 방식에 비해 오버슈트 없이 최단시
간 위치제어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본 최단시간 위치제어 방식은 유사한 구조의 다른
시스템에도 곧바로 적용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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