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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풍력 발전을 위한 고정익 비행체의 8자 선회유도 기법
한지은, 나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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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Eight Trajectory Following Guidance for Airborne Wind Energy System
Ji-Eun Han, and Won-Sang Ra
Handong Global University

– This paper addresses the guidance problem
of a fixed-wing aircraft for AWES(airborne wind energy
system) applications. It is crucial to design an energy optimal
guidance law making a fixed-wing aircraft pass through
multiple waypoints on the figure-eight trajectory for wind
power generation. Thus, this problem is formulated as a
special form of the Norbutas problem, hence an analytic form
of the guidance command can be readily deriv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it is verified that the suggested
guidance law requires less energy than the conventional
rendezvous guidance, which is beneficial to sustain the
pumping cycle.
Abstract

1. 서

<그림 1> AWES 시스템 좌표계

론

AWES(airborne wind energy system)는 고고도에 존재하는
양질의 풍력자원을 활용하는 혁신적 풍력발전 개념이다. AWES는
전통적인 지상/해상 풍력발전의 간헐성, 부지포화, 저주파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개발 중인
AWES는 지상발전기와 줄로 연결된 소형 비행체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위 GG(ground-gen) 방식을 취하고 있
다. GG-AWES는 하드웨어 구성이 용이하나, 발전 싸이클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해 고수준의 비행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AWES의 비행제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발전궤적 최
적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왔다. 일단, 최적화 알고리듬에 의
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비행궤적이 사전에 산출되면 궤적 상
에 위치한 경로점들을 비행체가 지나게 하는 별도의 유도제어 기
법을 적용하여 발전 싸이클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지
금까지 GG-AWES의 비행체 경로점 유도기법 설계는 발전궤적 최
적화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AWES의
발전 싸이클 지속시간은 비행체의 배터리 잔량에 의해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에너지 최적 경로점 유도기법
개발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AWES는 발전궤적 제어를 위해 랑데부 혹은
OGL(optimal guidance law)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발전궤적을 여러 구간으로 쪼갠 후 각 구간에 대해
매번 기준좌표계를 재설정 해야 한다. 즉, 이론적 관점에서 순차
적으로 TPBVP(two-point boundary value problem)를 푼 것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경로점 천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므로 AWES의 발전 싸이클 지속 측
면에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수 경로점을 동시에 고려한 에너
지 최적 유도기법을 설계한다. 제안한 기법은 다수 경로점 유도문
제를 소위 Norbutas 최적제어 문제로 재해석함으로써 손쉽게 설
계된다. 이를 위해, 먼저 ZEM(zero-effort miss)과 비행 경로각
을 상태변수로 하는 운동방정식을 구성한다. 다중 경계조건 문제
(MPBVP: multi-point boundary value problem)의 해를 도출
함으로써 다수 경로점 통과 시의 구속조건을 충족시키는 유도명
령을 얻을 수 있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이 에너지 최적
화 관점에서 기존 기법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해법 임을 보인다.

<그림 2> 유도좌표계 상대기하와 복수 경로점

2. AWES 발전궤적 제어를 위한 복수 경로점 유도기법 설계
2.1 좌표계 정의 및 발전궤적

AWES용 고정익 비행체의 복수 경로점 유도기법 설계에 필요
한 좌표계는 그림 1에 도시한 바와 같다. 그림에서 -frame은
지상발전기를 원점으로 하고 바람방향을  축으로 하는 관성
좌표계를, -frame은 지상발전기를 중심으로 정의된 단위구의
접평면 상에서 정의된 유도좌표계를 의미한다. 발전 싸이클을
위한 8자 궤적과 복수의 경로점들도 단위 구(unit sphere) 상에
서 정의된다. 비행제어 기법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정익
비행체와 지상발전기를 연결하는 줄이 단위구와 만나는 점의 위
치와 속도를 이용하여 경로점 제어를 위한 유도명령을 산출하
고, 줄의 길이를 고려하여 산출된 유도명령으로부터 실제 비행
체에 인가될 가속도 명령을 변환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8자형 궤적은 발전량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최적 발전궤적으로 알려져 있다. 8자형 발전궤적은 상하/좌우
대칭형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로점 #0-#1-#2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S자 궤적을 성형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8
자 궤적제어 기법을 구현할 수 있다. 즉, 8자 궤적 성형문제는 2
개의 S자 궤적 성형문제로 재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
의상 2개의 경로점을 이용하여 1개의 S자 궤적을 성형하는 유도
기법 설계 방법을 다룬다. 발전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행체
가 각 경로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유도오차는  ≈    
와 비행 경로각은  ≈     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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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수 경로점 유도 기법

유도기법 설계를 위해 비행체와 경로점 사이의 상대기하를 고
려해보자. 그림 2에서  와    는 G-frame 상의 비행체와
경로점의 수평면 위치,  와 는 비행체의 속력 및 비행경로각,
 와  는  번째 경로점에 대한 상대거리와 시선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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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식으로부터 비행경로각과 시선각 변화율을 얻을 수 있다.
 

     
(2)


여기서 번째 경로점 도달시간을  , 번째 경로점에 대한 잔여
비행시간을      라 하면, ZEM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참고로 식 (2)와 식 (3)으로부터 다음 관계식이 만족된다.
  
 
,    
(4)

 
위의 식 (2)~(4)를 종합하면 상대운동을 ZEM과 비행경로각을 상
태변수로 하는 상태공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여기서 상태벡터  , 제어입력  , 그리고 시스템 방정식을 구성
하는 행렬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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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경로점에서 유도오차가 0이 되려면 비행체가 충돌삼각형
에 위치해야 하므로,       를  시점에서의 구속조건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 경로점 유도기법 은 상태공간 방
정식 (4)에 대해 다음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해로 정의된다.


                    
(6)


여기서             이다.
이상의 문제정의로부터 발전궤적 유도제어기법 설계 문제는 복
수 경계조건을 고려하는 Norbutas 최적제어 문제의 특수한 경
우로 이해될 수 있다 [3]. 표 1에 정리된 Norbutas 최적제어 문
제의 일반 해를 이용하면, 발전궤적 성형을 위한 경로점 유도제
어 명령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매 경로점마다 구속조건이 충족
되도록 가중행렬  →∞ ∙  로 설정한다. 이 경우, 두 개의
경로점에 대한 유도명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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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의실험 결과
2.3 모의실험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비행체의 초기 위치와 비행경로각은 각각     ,
   , 경로점 위치는           , 경
로점 도달 시 비행경로각은        으로 설정하
였다. 비행체 속력은     이다.
성능분석을 위해 제안한 유도기법과 궤적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구현한 랑데뷰 기법을 함께 시뮬레이션 하였다. 각 기법
에 의해 성형된 8자형 궤적은 그림 3과 같다. 부 구간에 대한 2
점 경계조건만을 고려하는 기존 기법은 구간 전환 과정에서 유
도명령의 천이가 크게 발생하는 반면, 제안 기법은 복수 경로점
에 대한 다중 경계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
여 소모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표 2로부터
제안된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발전궤적 유지에 적은 에너지
를 소모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제안한 기법이 AWES의 발전
싸이클 지속시간 증가를 위한 실용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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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AWES 발전궤적 유지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복수 경로점 유도기법 설계 문제를 다루었
다. 발전궤적 상에 존재하는 경로점 통과 시 유도오차와 비행경
로각 조건을 중간 구속조건으로 간주하여, 복수 경로점 유도문
제를 Norbutas 최적제어 이론을 적용하여 손쉽게 해결할 수 있
음을 보였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 기법에 비해 경로점 전환 시
유도명령의 천이를 억제하여, AWES의 발전 싸이클 지속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1> Norbutas 문제의 일반해

state equation
cost function
costate equation
stationary
condition
intermediate
transversalit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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