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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the pitch momentum biased system that induces inherently nutational 

motion in roll/yaw plane, has been adapted for geosynchronous communications satellites. 

This paper discusses the method of roll attitude control using yaw axis momentum 

management method for a low earth orbit(LEO) satellite which is a pitch momentum 

biased system equipped with only two reaction wheels. The robustness of wheel 

momentum management method with PI-controller is investigated comparing with wheel 

torque control method. The transfer function of roll/yaw axis momentum management 

system that is useful for attitude controller design is derived. The disturbance effect of 

roll/yaw axis momentum management system for attitude control is investigated to 

identify design parameters such as magnitude of momentum bias and to get the insight 

for controller design. As an example, the PID controller design result of momentum 

management system for roll/yaw axis control is provided and the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to provide further physical insight into the momentum management system.

   록

일반 으로 롤/요 평면상의 nutation 운동이 있는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을 정

지궤도 성인 통신 성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궤도 성의 경우에 

해 최소 휠 개수인 2개 반작용휠로 구성된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을 휠 모멘텀 

제어방식으로 피치축과 롤축 자세제어를 수행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PI-제어기를 사용

한 휠 모멘텀 제어 방식의 경우 휠 베어링 마찰 등 반작용휠에 가해지는 외란에 한 강

건성 보장을 해석 으로 분석하 으며, 롤축 자세에러 측정치와 요축 모멘텀 선형 제어기 

설계를 한 달함수를 제시하 고, 시스템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외란 향  모멘

텀 바이어스 크기 등 필요한 설계 인자 선정을 해 시스템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아울러 요축 모멘텀 PID-제어기를 사용한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의 롤/요축 자세제어 

설계결과  시뮬코타키나발루 이션 결과를 제시하 다.

Key Words : Roll/Yaw Control(롤/요 제어), Momentum Management(모멘텀 제어), 

Pitch Momentum Biased(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Robustness(강건성), 

Spacecraft(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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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에는 우주용 하드웨어의 소형화  생산 

가격이 낮아지고 고기동성 고정  지향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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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구 측 성이 화되면서 많은 성의 제

어 시스템으로 제로 모멘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을 사용한 성의 

자세제어는 1970년  Dual Spin 안정화 방식을 

이용한 인텔셋 등 정지궤도 성인 통신 성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많은 연구가 되어왔었다

[1-3,5]. 제로 모멘텀 시스템은 더 많은 구동기 사

용 등 하드웨어가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에 비

해 많이 사용되어 개발비용이 높은 단 이 있지

만 제어기 설계가 단순하여 제어 엔지니어가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

템은 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시스템으

로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가격이 낮아 질 

수 있지만 모멘텀 바이어스 때문에 롤/요축이 

강하게 연계되어 있고 nutation 운동이 동반되는 

등 거동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어 엔지니어의 선

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화성이나 목성 등 

오랜 기간을 여행해야 하고 구조 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여 고장확률을 낮추는 것이 필수 인 우주

탐사 성 등의 경우 여행기간 동안 외란에 해 

연료소모량을 일 수 있고 동력학 으로도 더 

안정 인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

향이 있다. 물론 목 지 행성에 도착한 후 기동

성을 갖고 행성표면을 측하기 해서 제로 모

멘텀 바이어스 방식을 다시 사용할 수 도 있다.

반작용휠을 구동기로 사용하여 성의 자세제

어를 수행할 때 휠토크제어 방식과 휠모멘텀 제

어 방식 두 가지 방법 에 임무요구조건에 

한 한가지 방법을 반작용휠 구동에 일반 으로 

사용한다.

휠토크제어 방식[3, 4]은 그림 1과 같이 자세제

어를 해 사용되는 제어기의 출력이 토크이다. 

이 출력 토크가 반작용휠 제어루 에 명령 토크

로 입력되고 휠 회 속도가 증감되면서 발생되는 

반작용력에 의해 성의 자세가 제어되게 된다. 

이때 휠 베어링 마찰력 등 잔류 토크에 의해 반

작용휠에 모멘텀이 남게 되기 때문에 성이 기

동완료 후에도 휠속도가 일반 으로 정상속도에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잔류 모멘텀을 제거시

켜서 휠속도가 정상속도로 회귀될 수 있도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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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휠토크 제어 방식 성 시스템 선도

그림 2. 자세 기동  휠속도 변화 

그림 3. 자세기동  휠 잔류 모멘텀

멘텀 덤핑과정이 필요하다. 모멘텀 덤핑을 하면

서도 성체에 달되는 토크가 없도록 하기 

해 공간(null space)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모멘텀 덤핑 루  동특성은 자세제어 

루  동특성보다 일반 으로 느리게 설계한다. 

이 방법은 고기동 성에 주로 사용되나 설계가 

복잡하고 반작용휠 베어링 마찰력 등에 의한 외

란 토크가 성 자세제어에 향을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그림 2은 성이 기동하는 과정에

서 휠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3은 

공간(null space) 방식을 사용하여 베어링 마찰력 

등에 의해 잔류 모멘텀을 덤핑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휠모멘텀 제어방식[5]은 자

세제어를 해 사용되는 제어기의 출력이 모멘텀

이다. 이 모멘텀 출력이 반작용휠 제어루 에 모

멘텀 명령으로 입력되고 휠 회 속도가 증감되면

서 발생되는 반작용력에 의해 성 자세가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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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휠모멘텀 제어 방식의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 선도

되게 된다. 토크제어 방식과 다르게 모멘텀 제어 

방식은 직  반작용휠의 모멘텀을 제어하기 때문

에 휠 외란에 의한 모멘텀 증가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서 설계가 간단하다는 장 이 있다. 토크

제어 방식과 다르게 반작용휠 모멘텀 제어루 는 

성의 자세제어를 한 루 보다 빠른 동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지궤도 성인 통신 성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nutation 운동이 동반되는 피치 모멘텀 바이

어스 제어 방식을 본 논문에서 궤도 성에서 

2개 반작용휠이 사용된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시

스템을 상으로 휠 모멘텀 제어방식으로 롤/요

축 자세를 수행하는 방안에 한 살펴보았다. 이

러한 방법으로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의 롤/요

축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이 비록 새로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에서는 PI-제어기를 사용

한 휠 모멘텀 제어 방식의 경우 휠 베어링 마찰 

등 반작용휠에 가해지는 외란에 한 강건성을 

해석 으로 분석하 으며, 롤축 자세에러 측정치

와 요축 모멘텀 PID-제어기를 사용하여 롤축 자

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의 문제 , 외란 향  

설계 인자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수행된 요축 모멘텀 PID-제어기를 

사용한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의 롤/요축 자세

제어 설계결과  시뮬 이션 결과를 제시하

다. 

Ⅱ. 본  론

2.1 시스템 구성

최소 휠 개수를 사용하여 피치 모멘텀 바이어

스를 제공하면서 롤축 자세제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형상이 그림 5와 같이 2개 반작용휠을 

V자 형상으로 장착하는 방안이다[1]. 

그림 5에서 는 각각 롤축, 피치축, 

요축을 의미한다.     평면상에 존재하는 

과 는 일정한 사잇각 를 갖고 성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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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V자 형상 반작용휠 장착 피치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

장착된 반작용휠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멘텀 벡터

이며, 실제 반작용휠 장착형상은 모멘텀 벡터방

향에 맞추어     평면상에 히 장착될 

수 있다. 이러한 반작용휠 장착형상은 모멤텀 바

이어스 시스템을 주로 사용했던 정지궤도 통신

성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미 언 된 바와 같이 궤도 성에서 용될 경

우에 해 살펴 보고자 한다.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에서 요축 자세

오차는 모멘텀 바이어스에 의해 롤축 오차와 강

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롤축 자세오차를 제

어함으로써 간 으로 요축 자세오차를 일반

으로 제어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모멘텀 제어방

식을 사용한 성시스템에 한 개략  블록 선

도를 그림 4에서 보여 주고 있다. 성에 롤축과 

피치축의 자세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지구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

가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림에서 보듯이 

내부에는 반작용휠 모멘텀을 제어하기 해 PI-

제어기를 사용하는 요축 휠 제어루 가 있고, 외

부에는 롤축을 제어하기 해 PID-제어기를 사

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 보자. 여기서 성

체 동역학은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의 동

역학을 의미하며 는 센서데이터 샘 링 주기

이다. 

2.2 반작용휠 모멘텀 제어방식 강건성 분석

PI-제어기를 사용하여 반작용휠 모멘텀을 제어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간단한 선도로 제어 루  

시스템을 표시할 수 있다.



672 이승우․고 철․장우 ․손 원 韓國航空宇宙學 誌

wi
wp

kk
s

+
s
1wch +

-

whwτ

그림 6. 반작용휠 제어루  시스템

반작용휠의 각 운동량을 라고 하고 성 좌표

계에서 시간에 해 미분하면



 



 


 ×  
           (1)

여기서 는 반작용휠의 제어 토크이고, 자이로

스코픽 토크 × 을 반작용휠에 작용되는 외

란 에 하나라고 가정할 수 있다.

자이로스코픽 토크를 포함하여 베어링 마찰, 

불균형에 의한 외란 등 반작용휠에 작용되는 모

든 외란을 라고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2)

PI-제어기를 사용할 경우 반작용휠의 제어 토크 

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비례 상수 벡터, 는 분기 상

수,  는 휠 모멘텀 명령이다.

따라서 반작용휠 통합 운동 방정식은

  




     (4a) 

식(4a)를 라 라스 변환하면 식(4b)가 되고 모멘

텀 출력 에 해 정리하면 최종 으로 식(4c)

를 얻는다.

   
   

  
     

     (4b)     

      
  

  
 


  

  

       (4c)

이 식에서 휠 모멘텀 명령  와 외란 

  가 계단 입력(step input)이라고 가정하고 

Final Value Theorem을 용하면

  lim
→∞
 lim

→


 lim
→






 lim
→





   (5a)

∞    ⋅            (5b)

식(5a), (5b)에서 보듯이 반작용휠에 투입되는 외

란 에 계없이 휠에 입력되는 모멘텀 명령

과 동일한 모멘텀이 출력되기 때문에 휠모멘텀 

제어방식이 개루  형태의 휠토크 제어방식에 비

해 베어링 마찰력 등 외란에 더 강건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성의 자세제어 동특성에 비해 반작용

휠 제어루  동특성을 충분히 빠르게 설계하면 

식(5b)에서 보듯이  ≅로 단순화 하여 가

정할 수 있다. 

2.3.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의 시스템 

동역학 방정식

2개 반작용휠이 V자 형상으로 그림 5와 같이 

설치된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의 경우, 

 , 
의 크기를 히 제어하면 축과 

축의 자세오차를 제어할 수 있는 토크를 발생시

킬 수 있으며, 성시스템의 모멘텀 총량 는 

아래와 같다.

 

     

     
  (6) 

여기서 는 성체의 모멘텀이고, 는 2개의 

반작용휠에 의해 제공되는 모멘텀, 

   


,    


 이다.

성시스템의 모멘텀 총량 를 성좌표계에서 

시간에 해 미분하면 시스템 운동을 묘사하는 

오일러식 식(7)을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 

 
                (7)

여기서 는 자이로에 의해 측정되는 성체 

각속도, 는 제어 토오크, 는 성에 작용

되는 외란으로 공기마찰에 의한 토오크,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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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한 토오크, 자기장에 의한 토오크, 태양풍

에 의한 토오크 등을 의미한다.

성 좌표계에서 표 된 력에 의한 외란을 

이 식에 더한 후 오일러 각으로 표시하고 자세에

러가 작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비선형식을 

얻을 수 있다[3].

             (8a)


                         (8b)

        
   

  (8c)

여기서   
    ,         ,

  
    ,  

    , , ,는 롤, 

피치, 요축의 성 모멘트이며, , ,는 기 좌

표계인 궤도좌표계에 한 롤축, 피치축, 요축 자

세에러이다. 식(8a), (8b), (8c)에서 보듯이 롤/요

축 운동은 상호 연계되어 있고 피치축 운동은 분

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롤/요축 운동이 

안정도를 갖기 해 피치 모멘템 바이어스 벡터

의 방향은 궤도 각운동량 벡터와 동일한 방향으

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 된다. 여기서 

는 궤도 각속도(orbital rate)이며, 고도가 

600-800km 정도의 궤도 성 경우 

 ≅ 이다.

 
 

 


,   

 
 


은 

각각 반작용휠에 의해 성체 y, z 축에 작용되

는 내부 토크(internal torque)이다.  , ,는 

력 토크를 제외한 외란 토크이며,  , ,는 

추력기 는 자기 토커(magnetic torquer)등에 

의한 제어 토크를 의미한다.

식 (8a), (8b), (8c)에서 a, b, c, d 항이 상

으로 작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간략화 될 수 

있다.

               (9a)


                           (9b)

  
        (9c)

식 (9a), (9c)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치 모멘텀 바

이어스 시스템에서는 모멘텀 바이어스로 인해 자

이로스코픽 연계(gyroscopic coupling) 상이 존

재하므로 롤축 자세 오차  각속도 측정이 가능

하면 이 상을 이용해서 요축 제어 토크를 사용

함으로써 롤축 자세 오차를 간 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요축의 구동기를사용하여롤

축의에러를제어하는시스템즉센서와구동기의장착

치가다른시스템을일반 으로non-collocated 시

스템이라고 하나, 성체는 단일 고용체(rigid 

body)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collocated 시스템이다.

이 논문에서는 요축 휠토크 제어방식 신 요

축 휠모멘텀 제어를 함으로써 롤축 자세를 제어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자. 식 (9a), (9c)를 라

라스 변환시키면 롤, 요축에 한 동역학 식

(10a), (10b)를 얻는다.

 





 

    (10a)   

 











 

   (10b) 

식(10a), (10b)에서 외란   ,  가 없다고 

가정하면, 시스템 특성 방정식은

∆   


 





        (10c)


 




는 nutation 주 수이다.

일반 으로 궤도 성에서는 성체 자세제어가 

궤도 각속도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어하게 되

고, 

    
≅   


 ≅  ,라고 가정할 수 

있고 식 (9a), (9b), (9c)는 아래 식으로 더욱 간략화 

하여 선형 제어기 설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a)


                            (11b)

 
                     (11c)

식(11a), (11c)를 라 라스 변환시켜 정리하면 최

종 으로 요축 제어 모멘텀에 한 롤축 자세오

차 달함수를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고

 
 








 





 

 (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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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b)

여기서     

  이다. 

외란   ,  가 없다고 가정하면 식(12b)

는 식(12c)와 같이 단순한 달함수가 되는데 선

형 제어시스템 설계에 이 식을 사용할 정이다.


 











                      (12c)

여기서 
 




를 nutation frequency 라고 

하며,   는 z-축 모멘텀 제어입력이다.

식(12b)에서 보듯이 특성 방정식은 2차 식으로써 

능동제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값에 따라 

nutation frequency로 운동함을 알 수 있다.

2.4. 외란에 의한 자세에러 분석

모멘텀휠이 피치축에 장착된 피치 모멘템 바

이어스 방식을 사용하는 성의 롤/요 에러는 

식(10a), (10b)에서 보듯이 모멘템 바이어스에 의

해 상호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만약 롤축 자세

오차 정보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PID-제어기로 

롤축 모멘텀 제어를 수행할 경우 즉 롤축에 반작

용휠이 장착된 경우, Final Value Theorem에 의

한 롤축 정상상태 자세에러는 식(13)에서 보듯이 

분기 상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3)

본 에서는 이미 언 된 V자 형태로 설치된 2

개의 반작용휠이 피치축에 일정 크기의 모멘텀을 

제공하면서 식(14)의 형 인 PID-제어기로 요

축 모멘텀 제어를 하여 롤축 자세오차를 제어하

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외란과 롤/요축 정상

상태 에러의 계에 해 살펴 보기로 하자.

      


          (14)

여기서   는 각각 PID-제어기 상수이다.

식(14)을 식(10b)에 입한 결과를 식(10a)에 

입하여 정리하면

 ∆
 











 





 






 






 (15)

여기서 폐루  특성 방정식은

∆   











  


 




  














 

(16)


 




는 nutation 주 수,  는 롤축 

제어 명령이다.

롤축 제어 명령  가 이고 

     가 계단 입력(step input)이라고 가

정할 때 롤축의 정상상태 자세에러는 Final 

Value Theorem에 의해 계산된다.

 ≅ lim
→


 lim
→
∆
 









 













(17a)

같은 방법으로 요축 정상상태 자세오차를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 


 



                (17b)

식(17a)에서 보듯이 롤축 정상상태 에러는 PID-

제어기 게인의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지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크기에 의해 

수동 으로 롤축 자세 제어되는 시스템과 동일하

게 롤축 정상상태 에러는 외란에 비례하고 피치

축 모멘텀 바이어스   크기와 궤도 각속도 

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축 모멘

텀 제어방식을 사용하여 자이로스코픽 토크에 의

한 롤축 자세제어를 수행할 경우 순수한 피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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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텀 바이어스 방식과 동일하게 임무수행에서 요

구되는 롤축 허용 오차크기에 의해 피치축 모멘

텀 바이어스 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요축 정상상태 에러는 롤/요축 외란, 

분기 게인 에 비례하고 모멘텀 바이어스와 

궤도 각속도에 반비례함을 (17b)에서 알 수 있다.

Ⅲ. PID 제어기 설계  시뮬 이션

롤/요축 자세제어를 한 PID-제어기를 설계

하기 해 롤/요축 동력학은 식(12c)를 사용하

다. 제어기    

  

를 식(12c)에 입하여 정리하고 제어 명령 

 가 0 이라고 하면 외란  , 에 한 응

답은

 ∆  
 



 
  

 


       (18)

여기서  




라고 하면, 특성방정식은 

∆             이다. 

그림 7에서 제어기 상수   는 요구조건

이 만족되도록 Bode plot, Root-Locus 방법등을 

사용하여 설계하 으며, 설계결과를 검증을 해 

비선형 동력학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롤축의 자세허용오차를 0.4 deg 이하, 외란을 

5e-5 Nm 로 가정하 으며, 식(17a), (17b)에 의해 

피치 모멘텀 크기는 7.6 Nms 로 설계되었다. 시

뮬 이션에서 사용한 성의 moment of inertia 

값은 편의상 

 










    
   
      

로 가정하 다.

이때 롤/요축의 nutation frequency는 0.0438 

rad/sec, nutation 주기는 143 가 된다. PID-제

어기 설계를 해 closed-loop control bandwid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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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롤/요축 폐루  선도

그림 8. Open-loop Bode Plot of Roll/Yaw Axis

그림 9. Closed-loop Bode Plot of Roll/Yaw Axis

 그림 10. Step Response of Closed-loop

요구조건을 0.3 rad/sec 이하라고 가정하여 선정

된 P-gain은 20, I-gain은 1, D-gain은 450을 시뮬

이션에 사용하 다.

그림 8, 9, 10은 frequency domain과 time 

domain에서 제어기 설계가 히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8은 폐루  시스템 설

계결과의 10dB gain margin과 45도 phase 

margin을 보여주는 롤/요축 개루  달함수의 

Bode Plot이며, 그림 9는 폐루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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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ngle Profile with 50 deg Roll Man

 그림 12. Rate Profile with 50 deg Roll Man

 그림 13. Momentum Command Profile

closed-loop control bandwidth 요구조건 0.3 

rad/sec을 만족시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1, 

12 13은 50도 롤축 기동 후 400  후에 지구 

심을 다시 지향할 때 자세 기동각, 각속도, 모멘

텀 명령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11에서 보듯

이 자이로스코픽 토크 효과에 의해 요축 모멘텀 

변화로 롤축 기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축에 

약 50도 정도의 원하지 않는 impulse가 발생함

을 볼 수 있다. 그림 13은 피치축과 요축의 모멘

텀 명령의 변화를 보여 주는 그림이며, 50도 롤

축 기동을 해 약 15Nms의 모멘텀 명령이 요

구됨을 알 수 있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

록 반작용휠의 최  모멘텀이 선정되어야 한다. 

IV. 결  론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은 롤/요축에 기

본 으로 nutation 운동이 수반되어 제로 모멘텀 

시스템보다 거동이 복잡하지만 시스템 구성을 

해 소요되는 하드웨어가 제로 모멘텀 시스템보다 

게 사용되고 시스템이 제로 모멘텀 시스템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강건성을 갖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소 반작용휠 2개를 V자 형태

로 설치한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시스템에서 요

축 모멘텀 제어를 하여 롤축 자세제어를 수행하

는 시스템에 해 해석 으로 살펴 보았으며, 선

형이론을 용하여 제어기 설계를 한 달함수

를 유도하 고, 외란에 의한 향분석을 해석

으로 수행하 다. 분석 결과 외란에 의한 롤축의 

자세오차는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의 크기와 반비

례하지만 PID-제어기 게인과 무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시스템 설계를 해 피치 모멘텀 

크기 등 필요한 라메터에 해 살펴 보았으며 

반작용휠의 모멘텀 제어방식이 토크 제어 방식에 

비해 베어링 성 마찰력 등 휠 외란에 강건함을 

해석 으로 제시하 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사

용하여 피치 모멘텀 바이어스 성시스템의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비선형시뮬 이션 수행을 통

해 설계결과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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