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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종사의  자세  명령  신호,  비행  파라미터  센서,  역  운행체  모델  알고리즘에  응답하는  율  모델(rate 
model)은 회전익 항공기(rotary wing aircraft) 비행 명령 신호를 제공하여 조종사의 명령에 대하여 공기 
역학적인 응답을 얻는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

정부는 국무성과의 계약에 따라 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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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회전익 항공기(rotary wing aircraft)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속도 명령 모
드(velocity command mode)로 동작하는 모델 추종 제어규칙을 가진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회전익 항공기를 수동으로 제어하여 호버(hover) 상태로 하는 것은 많은 조종량 및 지상의 위치를 고정적
으로 유지시키는 본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조종사에게 어려운 조작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목표물 포착
과  지정을  위해  트리  라인  레벨  아래에서  불쑥  떠오르게  조종하는  전투  헬리콥터인  경우에  더욱 
야기된다. 이러한 조종은 특히 열악한 가시 환경에서 비행시 항공기의 위치와 속도에 대한 제어가 정확하
게 유구된다.

전형적인 회전익 항공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조종사의 입력은 주 회전날개 선단통과 경로(blade tip 
path)를 설정함으로써 소정의 항공기 비행 자세와 속도 백터(즉, 비행경로)가 발생되도록 하는데 사용된
다. 그러나, 이러한 제어 시스템은 시계가 불량한 환경속에서 상공에 비행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심한 조
종 부담을 준다. 이러한 비행 제어 시스템의 경우, 만약 조종사가 특정 장소의 상공에 비행하는 중에 다
른 장소의 상공에 비행하길 바라면, 조정사는 측방향 순환 입력(lateral cyclic input)을 입력하여 항공
기가 새로운 호버 위치에 이동되도록 한다. 항공기가 원하는 새로운 호버 위치에 도달하면 조종사는 제동 
순환 입력(arresting cyclic input)을 제공하여 항공기가 원하는 새로운 호버 위치에서 정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위치 설정 시스템(Positioning system)은 원하는 새로운 위치의 호버 상태로 진입되도록 하기 위
해 조종사가 여러번 조종 작업을 수행해야하므로 조종사에게 높은 조종 작업 부담을 준다. 또한, 열악한 
장소에서 정확한 위치의 상공을 호버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더구나, 전투 헬리콥터가 충분히 작동해야만 
하는 열악한 가시 비행 환경에서 정확한 위치의 상공을 호버하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미국 특허 제 5,001,646 호에는 하나의 축의 조종사 입력에 대해 다른 축의 원하지 않는 헬리콥터 응답을 
줄이기  위해  조종사  제어  명령을  분리하는  집적화된  플라이-바이-와이어  제어  시스템(fly-by-wire 
control system)이 개시되어 있다.

항공기가 사전결정된 위치에 비행하여 사전결정된 위치의 상공에 호버를 할 수 있도록 조종사가 프로그램
화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예를 들면, 자동 조종장치 시스템)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저속 상태의 항
공기의 비행 자세와 항공기의 위치를 수동으로 제어하기 위해 조종사에게 큰 작업 부담을 주는 수동 조종 
제어 상황(즉, 트리라인(tree line) 아래에서 항공기 조종을 필요하는 전투 상황)에 있을 때에는 여러가
지 문제가 야기된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목적은 저속으로 회전익 항공기를 수동으로 비행하는데 요구되는 조종사의 작업 부담의 양을 
줄이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항공기 위치를 적은 작업 부담으로 작고 정확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저속비행시 조종사의 입력에 응답하여 속도 명령 모델을 작동시키는 항공 비행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이드암(sidearm) 제어기상의 측방향(lateral)이나 길이 방향(longitudinal)의 
입력에 비례하는 그라운드 기준 속도 응답(grounmd referenced velocity response)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항공기 명령을 발생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속도 명령 모드의 전이를 완만하게 하는 회전익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회전익 항공기의 모델 추종 비행 제어 시스템은 조종사로부터의 피치와 롤 스틱 명령
(pitch and roll stick commands)에 응답하여 저속 비행 속도의 속도 명령 모드로 동작하여 항공기의 속
도를 제어한다.

본 발명은 항공기가 저속비행하는 동안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가 항공기 위치를 정확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변경하도록 요구되는 조종사의 작업부담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목적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등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명
백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의 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모델 추종 비행 제어 시스템의 블럭도.

제3도는 제1도의 실시예의 한 부분을 도시한 배선도.

제4도는 제2도에 도시된 시스템 구성 요소들중 하나에 대한 실시예의 블럭도.

제5도는 제4도의 실시예의 기능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배선도.

제6도는 제5도에 이어 연결되는 배선도.

제7도는 제4도의 실시예의 기능적인 구성 요소를 더욱 상세히 도시한 배선도.

제8a도는 제4도의 실시예의 기능적인 구성 요소를 더욱 상세히 도시한 배선도.

11-2

1019940700623



제8b 도는 제4도의 실시예의 기능적인 구성 요소를 더욱 상세히 도시한 배선도.

제9도는 제4도의 실시예의 기능적인 구성 요소를 더욱 상세히 도시한 배선도.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

먼저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의 헬리콥터 실시예(10)의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헬리콥터는 주 회전자 어셈블리(11)와 꼬리부 회전자 어셈블리(12)를 포함한다.

제2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21)은 원하는 항공기 응답을 발생하기 위해 ＂
역  운행체  모델(inverse  vehicle  model)＂을  통해  조종사의  사이드암  제어기와  변위  스틱 명령
(displacement stick commonds)을 구체화한 모델 추종 제어 시스템(model following control 
system)이다. 상기 시스템은 주 비행 제어 시스템(primary flight contrlo system: PFCS)(22)과 자동 비
행 제어 시스템(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AFCS)(24)을 포함한다. 상기 PFCS(22)는 변위 집합적 
스틱(26)으로부터의 변위 명령 출력 신호를 라인(27)을 통해 수신하고, 상기 AFCS(24)는 라인(28)을 통해 
집합적 스틱의 이산 출력 신호를 수신한다. PFCS와 AFCS는 제각기 작용력 타입(force type)의 사축(four 
axis) 사이드암 제어기(29)의 작용력 출력 명령 신호를 라인(30)을 통해 수신하고 센서(31)로부터의 항공
기의 감지된 파라미터 신호들을 라인(32)을 통해 수신한다. 라인(27, 28, 30)상의 조종사 명령신호와 라
인(32)상의 감지된 파라미터 신호들은 제각기 PFCS의 트렁크 라인(33)과 AFCS의 트렁크 라인(34)에 통합
된다.

PFCS와 AFCS는 항공기의 요우(yaw), 피치(pitch),롤(roll)과 리프트(lift) 축을 제어하는 제어 채널 논리
부를 포함하고 있다. 제2도의 이들 논리 모듈은 PFCS 에서 블럭(35-38)으로, AFCS에서 블럭(39-42)으로 
도시되어  있다.  PFCS는  회전자  명령신호를  제공하고,  AFCS  논리부는  PFCS  사축  논리  기능을 조정
(conditioning) 및/또는 트리밍(triming)한다. PFCS와 AFCS의 논리 모듈들은 버스(43)를 통해 서로 접속
된다.

이하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PFCS와 AFCS는 각각의 제어축의 모델 추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회전자 
명령 신호를 출력라인(44)을 통해 주 회전자 믹싱 기능부(45)에 제공하고, 주 회전익믹싱 기능부(45)는 
기계적 서어보(servo)(46)와 링크(47)의 변위를 명령하여 주 회전자(11)의 선단 통과 경로 평면을 제어한
다. 또한, 명령신호는 라인(44)을 통해 헬리콥터 꼬리부 회전자 서어보(48)에 제공되며, 상기 서어보(4
8)는 링크(49)를 통해 꼬리부 회전자(12)의 추력(thryst)을 제어한다. 센서(31)에 의해 감지된 파라미터 
신호들은 라인(32)을 통해 회전자 명령 신호에 대한 항공기의 각속도 및 비행 자세응답을 갖는 PFCS와 
AFCS에 제공된다.

제3도는 제2도의 부분 배선도로서, PFCS(22)와 AFCS(24) 각각의 피치 논리 모듈(36 및 40)의 상호 기능적
인 접속을 도시한 도면이다. PFCS 피치 논리 모듈(36)은 사이드 암 제어기(29)(제2도)로부터 라인(30)과 
트렁크 라인(33)을 거쳐 제공된 피치 축 명령 신호를 라인(50)을 통해 수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이드암 제어기(29)는 조종사가 사이드암 제어기에 길이 방향의 힘을 가함으로써 피치 축 명령 신호를 
발생시키는 사축 사이드암 제어기이다. 피치 명령 신호는 피치율 모델 회로(52)(예를 들어 선택된 라디안
/초 신호이득을 가진 일차 지연 필터(first order lagfilter))에 입력되고, 회로(52)는 피치 축에 대한 
항공기 비행 자세의 원하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원하는 피치율 신호를 라인(54)상에 제공한다. 피치율 모
델 크기의 선택은 항공기의 동력학과 원하는 피치 응답에 따른다.

라인(54)상의 원하는 피치율 신호는 피치 축, 운행체 역모델(56)의 입력부와, 합산부(58)와 AFCS 피치 논
리 모듈(40)에 대한 버스(43)에 동시에 전달된다. 역 모델(56)은 센서(31)에 의해 감지된 항공기 실제 비
행속도를 라인(32)과 트렁크 라인(33)을 거쳐 라인(60)을 통해 감지된 비행속도 신호로서 수신한다. 상기 
역 모델(56)은 Z-변환 모델로서, 라인(60)상의 감지된 대기 속도 신호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순간 전압 
이득과 시상수 특성을 가진 일차 진상 필터(lead filter)로서 구현될 수 있다. 종속 접속된 피치율 모델
(52)와 역모델(56)은 라인(50)상의 사이드암 제어신호에 대한 피드포워드 경로(feedforward path)를 제공
한다.

피드 포워드 역 Z-변환 모델은 주 회전자 어셈블리(11)(제 1 도)에 주 제어 입력을 제공해서 헬리콥터
(10)(제1도)가 라인(62)상의 원하는 피치율 명령 신호에 의해 설정된 율로 피치운동을 하도록 한다. 상기 
원하는 피치율 명령 신호는 각각의 조종사 명령식 조종에 대해 원하는 항공기의 피치 축 변화율을 얻는데 
필요한 주회전자 명령 신호를 뜻한다.

합산부(58)는 (피치율 모델(52)로부터) 라인(54)을 통해 제공된 원하는 피치율 신호와 (센서(31)로부터 
라인(32) 및 트렁크 라인(33)을 통해)수신된 항공기 실제 피치율을 라인(64)상의 감지된 피치율 신호로서 
합산하여, 합산된 피치율 에러 신호를 라인(65)상에 제공한다. 율 에러(rate error)신호는 율 이득 스테
이지(64)에서 증폭된 후 두번째 합산부(66)의 한 입력부에 입력된다. 합산부(66)는 역모델(56)로부터의 
원하는 피치율 신호를 라인(62)을 통해 수신하고 율과 크기 리미터(70)로부터의 피치율 변경 신호를 라인
(68)을 통해 수신한다. AFCS 피치 논리 모듈(40)로부터의 제한되지 않은 변경 피치율 신호를(버스(43)을 
거쳐) 라인(71)을 통해 수신하는 리미터(70)는 피치율 변경 신호의 크기와 변화율을 사전설정된 값까지 
제한한다. 합산 결과의 신호는 PFCS 피치 논리 모듈(36)의 출력 라인(72)상으로 제공되고, PFCS 출력 트
렁크 라인(44)을 거쳐 주 회전익 서어보(46)(제1도)에 제공된다.

AFCS 로부터의 피치율 변경 신호의 크기와 변화율은 항공기 피치 자세 에러의 함수이다. 상기 항공기의 
피치 자세 에러는 주회전자 명령 신호 주위의 두개의 피드백 루프중 두번째 루프이다. 첫번째 피드백 루
프는 라인(65)상의 피치율 에러 신호이다. 이하 상세한 기술된 바와같이, 피치율 변경 신호는 회전자 명
령 신호에 대한 실제 항공기 응답을 기초로 하여 AFCS 내의 모델 추종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된 계산된 값
이다. 피치율 변경 신호는 주 회전자 명령 신호의 크기와 변화율을 변경시킨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PFCS 피치 논리 모듈(36)로부터 명령된 피치율 신호를 라인(54)을 거쳐 (트렁
크 라인(43)을 통해)수신하고, AFCS 피치 논리 모듈(40)는 트렁크 라인(34)을 통해 감지된 항공기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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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들, 즉, 실제 비행속도(라인 60), 실제 요우율(yawrate)(라인 64), 피치 자세(라인 86), 뱅크각(bank 
angle, PHI)(라인 87)롤율(roll rate)(라인 88), 축방향 가속도(라인 89), 기수방위(라인 90), 길이방향 
그라운드 비행속도(라인 91) 및 축방향 그라운드 비행 속도(라인 92)를 수신한다. AFCS의 가장 바람직한 
모드의 실시예는 메모리에 저장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 목록에 AFCS 논리 모듈(39-42)(제1도)의 알고리즘
이 상주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계의 전자 제어 시스템이다.

제4도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계의 AFCS(24)의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원하는 피치율 신호는 AFCS와 PFCS를 
상호접속하는 라인(43)내에 있는 입력 라인(93)을 통해 라인(54)상에 전달된다. AFCS 입력 트렁크 라인
(34)를 통하는 라인(60, 64, 및 86-92)상의 감지된 항공기 파라미터 신호들은 AFCS 입력 포트(94)에 전달
된다.

입력 신호의 포맷(아날로그 또는 디지탈)에 따라, 입력 신호를 디지탈 신호 포맷으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에는 입력포트(94)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주파수  디지탈 변환기 및 기타 다
른 신호 조절기들을 포함할 수 있다.

입력 포트는 어드레스/데이타 버스(95)를 통해 마이크로 프로세서(96)(예를 들어, 인텔 80286, 모토롤라 
68020), (RAM, UVPROM, EEPROM을 포함하는)메모리 장치(97) 및 출력(98)에 접속된다. 출력 포트는 AFCS 
디지탈 신호 포맷을 제어 시스템(21)(제1도)에 의해 요구되는 신호 포맷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당업자들
에게 잘 알려진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병렬-직렬 변환기, 이산 출력 드라이버, 및 기타 다른 신호 변
환기 들을 포함할 수 있다. 라인(71)을 포함한 출력 포트 라인들은 라인(99)과 상호접속 라인(43)을 통해 
PFCS 피치 논리 모듈(36)과 접속된다.

제5도는 메모리(97)에 상주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96)에서 실행되는 AFCS 피치 제어 논리부의 일부를 나
타낸 블럭도이다. 본 발명은 적용가능한 롤 신호만을 변경할 수 있는 AFCS 롤 논리 모듈(41)의 제어에 또
한 적용될 수 있다. PFCS로부터의 상기 원하는 피치율 명령은 라인(54)을 거쳐 몸체-오일러 변환부(Body-
to-Euler Transformation)(102)에 제공되고, 변환부(102)는 라인(86)을 통해 실제 운행체 피치율(PHI)을 
수신한다. 변환부(102)는 항공기 몸체 축의 기준으로부터 관성축(inertial axes)의 기준으로 변환된 명령 
피치율 신호를 라인(104)에 제공한다. 제8a도에는 변환 논리부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변환 논리부의 
동작은 당업자가 도면을 참조하면 명백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 설명이 불필요할 것이다. 다시 제5도를 
참조하면, 명령된 피치율 신호는 피치 자세 모델(118)(예를 들면, 적분기)에 입력되고, 모델(118)은 시간
에 대한 적분을 행하여 원하는 피치 자세 신호를 라인(120)상에 제공한다.

상기 원하는 피치 자세 신호는 워시아웃(washout) 필터(122)(즉, 2차 시상수를 갖는 미분/지연 필터)에 
입력되고, 이 필터(122)는 워시드 아웃(washedout) 신호를 라인(124)을 통해 합산부(126)와 속도 명령 모
델(128)에  제공한다.  합산부(126)는  피치  자세  신호와  라인(86)상의  피치  자세  THETA와, 트림맵
(trimmap)(127)으로부터의 자세 바이어스와 라인(124)상의 신호를 수신하여 라인(130)을 통해 무과도 현
상 스위치(transient free switch, TFS)(132)에 워시드 아웃 에러 신호(washed out error signal)를 제공
한다.

라인(120)상의 원하는 피치 자세 신호는 합산부(134)에 입력되고, 합산부(134)는 실제 피치 자세 신호 
THETA를 수신하여 피치 자세 에러 신호를 라인(136)을 통해 TFS(132)에 제공한다. TFS 의 동작은 속도 명
령 모드에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신호(boolean signal)인 라인(133)상의 신호 HHSW1에 의해 
제어된다. 이하 HHSW1이 제어되는 방안이 기술될 것이다. 만약 속도명령 모드(즉, HHSW1 =1)이면, TFS는 
속도 명령 모드의 동작과 관련된 자세 에러를 나타내는 라인(130)상의 신호를 선택한다. 속도 명령모드가 
아니면, TFS 는 자세 명령 모드의 동작과 관련된 자세 에러를 나타내는 라인(136)상의 신호를 선택한다. 
이산신호 HHSW1가 변하면 TFS는 그 출력 신호를 완만하게 전이 출력한다. 즉, TFS는 라인(140)상의 출력 
신호를 라인(130, 136) 사이에 있는 라인(140)상의 출력 신호를 순간적으로 스위칭하는 것대신, HHSW1의 
상태가 변할 때 이들 두 신호들 사이를 선형적으로 전이하여 라인(140)의 TFS 출력이 완만하게 전이되도
록 한다. 이하, 속도 명령 모델에 대해 기술될 것이다.

제7도는 속도 명령 모델(128)을 도시한 것이다. 이 모델(128)내에서 라인(124)상의 워시드 신호(washed 
signal)는 스위치(150)에 제공된다. 상기 스위치의 위치는 속도 명령 모드의 인게이지(engage)여부에 의
존한다. 만약 속도 명령이 인게이지되면 스위치(150)는 닫혀진 상태로 되어 워시드 아웃신호는 라인(15
2)을 거쳐 합산부(154)로 인가된다. 조종사가 항공기(10)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이드암 제어기
(29)에 대해 제동을 가하면, 이때 라인(124)상의 워시드 아웃신호는 제로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한, 합산부(154)는 라인(156)상의 피드백 신호를 수신하여, 차이 신호를 라인(158)을 통해 리미터(160)를 
가진 적분기에 제공한다. 차이 신호는 시간에 대해 적분되고, 적분된 신호는 라인(162)를 통해 중력 이득
부(gravity gain)(164)에 제공된다. 중력 이득부(164)는 모델(128)의 감도를 설정하는 이득값을 가진 이
득부(gain)(166)에 속도 단위의 결과(product)를 제공한다. 상기 이득부는 라인(167)상에 속도명령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라인(162)상의 적분된 신호는 피드백 이득부(168)에도 입력되고 이득부(168)는 리미트부
(170)에 신호를 제공한다. 상기 리미트부는 제한된 피드백 신호를 라인(172)에 제공하고, 이 피드백신호
는 라인(176)상의 이산신호 PHHINS에  응답하는 스위치(174)에  입력된다.  사이드암 제어기에 어떠한 힘
(fore)도 가해지지 않았으면(즉, 조종사가 제로의 속도를 요구할 경우) 피드백 경로(162, 172, 156)는 적
분기를 워시아웃하여 안정 상태의 속도 명령이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피드백 이득값은 적분기(160)주위
의 피드백 경로에 의해 발생되는 일차 지연의 시상수를 세트한다.

제9도는 스위칭 및 그 결과의 트리거(triggering)에 대해 사용되는 다양한 이산 신호들에 관한 제어 논리
부(180)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논리부는 사이드암 제어기(29)로부터 라인(30)을 통해 제공된 명령을 
수신한다. 비교부(182, 184)는 제각기 사이드암 제어기의 명령들을 판단하여, 조종사가 피치 명령 또는 
롤 명령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조종사가 피치 명령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교부
(182)는 세트되는 라인(186)상의 신호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신호는 클리어된다. 비교부(184)
도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롤 명령이 사이드암 제어기를 통해 입력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이 
다르다. 만약 롤 입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비교기(184)는 세트되는 라인(188)상의 신호를 제공하고, 그렇
지 않으면 상기 신호는 클리어된다. 크기 비교기(190, 192)는 제각기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신호와 측방
향 그라운드 속도 신호를 수신하여, 그 속도의 크기를 1.5 미터/초(5 피트/초)의 임계치와 비교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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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결과,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의 크기가 1.5 미터/초(5 피트/초)보다 작으면 비교기(190)는 라인(194)
상에 신호를 세트한다. 이와 유사하게, 측방향 그라운드 속도의 크기가 1.5미터(5 피트/초)보다 작으면 
비교기(129)는 라인(194)상의 신호를 세트한다. 각각의 비교기는 입력신호의 크기가 1.5미터/초(5 피트/
초)를 초과하면 출력을 클리어한다.

비교기(182, 184, 186, 192)로부터의 신호는 모두 AND게이트(198)에 입력되고, AND 게이트(198)는 그의 
출력을 라인(200)을 통해 2-입력 AND 게이트(202)에 제공한다. 또한, 만약 피치 속도 홀드(hold) 또는 롤 
속도 홀드가 인게이지되면 2-입력 AND 게이트는 클리어되는 NOR 게이트(204)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두
번째 AND 게이트(202)는 라인(206)을 통해 래치(208)에 신호를 제공한다. 만약 라인(206)상의 신호가 세
트되면 라인(133)상의 래치 출력 HHSW1이 세트되고, 라인(210)상의 래치 리셋(reset) 신호가 제공되면 래
치 출력은 클리어 된다. 래치 리셋 입력은 세트 입력보다 우선 순위를 갖는다. 비교기(212, 214)에 의해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 또는 측방향 그라운드 속도의 크기가 8.5 피트/초보다 큰 것으로 판정되면 라인
(210)상의 신호가 세트되어 라인(133)상의 HHSW1가 클리어된다. 회로조합(204, 202, 208)은 롤 또는 피치 
속도 대기 명령이 인게이지되는 동안 속도 명령 모드가 현재 디스친게이지되지 않았으면 속도 명령 모드
가 인게이지 될 수 없게 한다.

라인(133)상의 속도 명령 인게이지 신호 HHSW1 는 두번째 래치(210)와 인버터(212)에 입력된다. HHSW1이 
세트되면 인버터의 출력이 클리어되고, 피치 입력 비교기(182)로부터의 신호는 라인(186)을 통해 OR 게이
트(214)에  입력된다.  사이드암  제어기  피치  입력이  없거나  속도  명령  모드가  인게이지  되지  않으면 
(HHSW1=0), OR 게이트(214)는 세트된 출력 신호를 라인(216)에 제공하여 래치를 리셋시킴으로써 래치 출
력 신호 PFFINS를 클리어 한다. 여러 이산 신호들이 어떻게 제어되는지를 이해할 것이므로, 제 5-6도로 
되돌아 갈것이다.

TF 스위치(132)는 라인(140)상의 신호를 오일러-몸체 변환부(220)에 제공하고, 오일러-몸체 변환부(220)
는 라인(140)상의 오일러 축에 관한 선택된 에러 신호를 항공기 몸체 축에 관한 것으로 변환시킨다. 상기 
변환부의 동작은 도시된 바와 같이 순수 수학과 관계있다. 변화부(220)는 변화된 에러 신호를 라인(222)
를  통해  종속접속된  이득부(226)와  리미터부(228)를  가지는  비례보상기(224)에  제공하고, 비례보상기
(224) 라인(226)상에 신호를 제공한다.

속도 명령 모델(128)은 그위 출력 신호를 라인(167)을 통해 합산부(228)에 제공하고, 합산부(228)는 또한 
라인(91)상의 수직 그라운드 속도 신호를 수신한다. 합산부(228)는 수직 그라운드 속도 에러를 나타내는 
신호를 라인(230)상에 제공한다. 상기 에러는 속도 명령 모델로부터의 출력신호와 실제 길이방향 그라운
드 속도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상기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 에러는 트랙/홀드부(232)에 입력되며, 트
랙/홀드부(232)는 라인(133)상의 HHSW1에 의해 제어된다. HHSW1이 클리어되면, 트랙/홀드부(232)는 트랙 
모드로 동작하여 라인(230)의 신호(232)를 통과시키고, HHSW1이 세트되면 트랙/홀드부(232)는 출력 라인
에 이전의 값을 홀드한다. 트랙/홀드부는 라인(234)는 출력신호를 홀딩함으로써 속도 명령 모드가 완만하
게 전이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페이드부(fadefunctich)(235)는 속도 명령 모드가 인게이지되지 
않을 때(즉, HHSW1이 세트 상태에서 클리어 상태로 전이하는 경우)길이 방향 속도 에러 신호를 페이딩
(fading)시킨다. 상기 페이드부는 제8도에 도시된 조건에 따라, 시스템이 속도 명령 모드로 진입 및 출력
할 때 시간 주기(예를 들면,  3초)  동안 진입 및 출력하는 라인(234)상의 신호를 페이딩함으로써 라인
(236)상의 페이드 출력신호가 완만하게 전이할 수 있게 한다. 페이드부(235)는 라인(236)상의 신호를 합
산부(238)에 제공하고, 합산부(238)는 라인(240)상의 신호를 수신한다.

라인(91)상의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 신호는 동기화기(242)에 입력되고, 동기화기는 피치 자세 홀드 인
게이지드 신호의 지연된 버전인 이산 신호 PVSELND에 응답한다. PVELSND는 피치 속도 홀드가 인게이지될 
때 세트되고, 피치 속도 홀드가 인게이지되지 않으면 클리어된다. PVELSND가 클리어되면 동기화기(242)는 
라인(91)상의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 신호의 값을 연속적으로 저장한 후, 라인(244)상에 출력 신호를 제
로로 제공한다. PVELSND가 클리어에서 세트로 전이하여 피치 속도 홀드가 인게이지된 것을 나타내면, 동
기화기는 라인(91)상의 현재의 신호 값과 동기화기내에 저장된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신호를 라인(244)에
서 제공한다. 동기화된 신호는 속도 명령 모드 인에이블(enable) 신호 HHSW1의 역 버전에 의해 동작이 제
어되는 페이드부(246)에 입력된다. 따라서, 속도 명령 모드가 디스인게이지 될 때(즉, HHSW1이 세트로부
터 클리어로 전이하면), 페이드부(246)는 라인(242)상의 신호를 페이드-인(fade in)하고 속도 명령 모드
가 인게이지되면 라인(244)상의 신호를 페이드-아웃(fade out)한다.

합산부는 라인(236)상의 신호와 라인(240)상의 신호간의 차이를 취하여 비례 적분 보상기(248)에 차이 신
호를 제공한다. 상기 보상기부터 라인(250)상에 제공된 신호는 합산부(154)에서 라인(226)상의 신호와 합
산되어 라인(71)상에 제한되지 않은 피치 변경 명령 신호로서 제공된다.

본 발명은 일예로서 ＂ Hover Position Hold System for Rotary Winged Aircraft＂이란 명칭의 미국 특허 
제 5,195,039 호에 개시된 호버 유지 시스템과 통합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본 발명은 믹서의 호버 
유지 입력 신호에 대한 바이어스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바이어스의 크기는 새로 원하는 항공기의 호버 
위치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초로 한 전자 제어 시스템의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로서 도시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자 하드웨어
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PFCS와 AFCS간의 태스크의 분담은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필
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러한 태스크의 분담은 하나의 전자 패키지내에 완전한 비행제어 시스템을 배치하
는 경우 그 신뢰성으로 인해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시스템 디자인상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투 헬리콥터로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본 발명은 낮은 항공기 비행속도에서 속
도 명령 모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전익 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로 도시되고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
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형태 및 세부사항에 있어서 여러가지 변경, 생략 및 부가가 가능
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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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헬리콥터의 피치와 롤 변화율(88)을 나타내는 율(rate)신호, 실제 뱅크 각(87)과 피치 자세(86)를 나타내
는 비행자세 신호, 및 그라운드 속도 신호(60)를 제공하는 다수의 센서를 구비하고, 원하는 그라운드 속
도를 나타내는 제어 입력 신호값을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에 제공하여 상기 시스템이 헬리콥터의 주 
회전자(11)에 명령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헬리콥터의 그라운드 속도를 제어하도록 하는 제어기를 구
비하는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제어 입력 신호값에 대해서, 상기 헬리콥터의 
피치 및 롤 축에 대해 원하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대응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54)과; 상기 각각의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에 대해서, 상기 헬리콥터가 상기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상기 
주회전자에 대한 명령을 나타내는 피드포워드 설정 포인트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역 모델 수단(56)과; 
상기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과 이에 대응하는 감지된 변화율 신호값간의 차이값을 계산하여, 상기 차이를 
나타내는 변화율 에러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58)과; 상기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을 헬리콥터의 몸
체 축에 대한 기준으로부터 오일러 관성축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변환하여, 변환된 원하는 변화율 신호
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102)과; 상기 변환된 원하는 변화율 신호 값을 적분하여 원하는 자세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118)과; 상기 원하는 자세 신호값과 이에 대응하는 상기 감지된 자세 신호값간의 차
이값을 계산하여, 상기 차이를 나타내는 자세 에러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134)과; 상기 자세 에러 
신호값을 상기 헬리콥터의 몸체 축에 대한 기준으로 재변환하여, 재변환된 자세 에러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220)을 포함하고, 상기 원하는 자세 신호값을 필터링하여 워시드아웃(washed-out) 신호값을 제
공하기 위해 미분 지연 필터를 구비하는 수단(122)과; 상기 워시드 아웃 신호값의 각각에 대해서, 상기 
원하는 헬리콥터 그라운드 속도를 나타내는 원하는 그라운드 속도 명령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속도 모
델 수단(128)과; 상기 원하는 그라운드 속도 명령 신호값과 상기 감지된 그라운드 속도 신호값간의 차이
값을 계산하여, 상기 차이를 나타내는 그라운드 속도 에러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228)과; 상기 그
라운드 속도 에러 신호값과 상기 재변환된 자세 에러 신호값을 합산하여, 명령 변경 신호를 제공하기 위
한 수단(154)과; 상기 명령 변경 신호값과, 상기 율 에러 신호값과 상기 피드포워드 신호값을 합산하여, 
명령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66)과; 상기 명령 신호를 상기 주 회전자에 출력하기 위한 수단(7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모델 수단은, 상기 워시드 아웃 신호와 작용력 신호간의 차이값을 계산하여, 
상기 차이값을 나타내는 에러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154)과; 상기 에러 신호값을 적분하여 상기 원
하는 그라운드 속도 명령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160)과; 상기 원하는 그라운드 속도 신호를 이득값
과 승산하고, 상기 원하는 그라운드 속도 명령 신호와 상기 이득의 승산된 값을 제한하여, 상기 제한된 
값을 나타내는 피드백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피드백 수단(160, 170)과; 측방향 또는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 신호중 어느 하나의 크기가 제1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작용력 신호를 상기 피드백 신호값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상기 측방향 및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 신호가 모두 제1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
기 작용력 신호값을 제로로 설정하고, 상기 측방향 및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 신호가 모두 제2임계값보
다 작은 경우 상기 작용력 신호값을 제로로 설정하기 위한 스위치 수단(174)을 포함하는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역 모델 수단은 상기 피드포워드 설정 포인트 신호값을 제공하는 적어도 1차의 진
상필터(lead filter)를 포함하는 헬리콥터 비행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재변환을 위한 수단은 상기 변환된 기수방위 에러 신호값을 제공하는 비례-적분 보
상기를 포함하는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 제공수단은 상기 각각의 제어 입력 신호값에 응답하여 상기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을 제공하는 일차지연 필터를 포함하고; 상기 역 모델 수단은 상기 각각의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에 응답하여 상기 피드포워드 설정 포인트 신호값을 제공하는 진상 필터를 포함하는 헬리콥
터 비행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헬리콥터의 피치 및 롤 변화율(38)을 나타내는 율 신호와, 실제 뱅크각(87)및 피치 자세(86)를 나타내는 
비행자세 신호와, 그라운드 속도(60)를 나타내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다수의 센서를 구비하고, 원하는 
그라운드 속도를 나타내는 제어 입력 신호값을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에 제공하여, 상기 제어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시스템이 헬리콥터의 주 회전자(11)에 명령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그라운드 속도를 제어하
도록 하는 사이드암 제어기(29)를 구비하는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제어 입력 
신호값에 대해서, 상기 헬리콥터의 피치 및 롤 축에 대해 원하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54)과; 상기 각각의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에 대해서, 상기 헬리콥터가 상기 원하는 그라운드 
속도로 비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상기 주 회전자에 대한 명령을 나타내는 피드포워드 설정 포인트 신호
값을 제공하기 위한 역 모델 수단(56)을 포함하는 피드포워드 경로와;  상기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과 이
에 대응하는 감지된 변화율 신호값간의 차이값을 계산하여, 변화율 신호값을 제공하고 상기 차이를 나타
내는 변화율 에러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58)을 포함하는 율피드백 경로를 포함하고,  상기 헬리콥
터 비행 제어 시스템은 자세 피드백 경로를 포함하고; 상기 자세 피드백 경로는, 상기 원하는 변화율 신
호 값을 적분하여 원하는 자세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118)과; 상기 원하는 자세 신호값과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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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상기 감지된 자세 신호값간의 차이값을 계산하여, 상기 차이를 나타내는 자세 에러 신호값을 제공
하기 위한 수단(134)과; 상기 원하는 자세 신호값을 필터링하여 워시드 아웃(washed-out) 신호값을 제공
하기 위해 미분 지연 필터를 구비하는 수단(122)과; 상기 각각의 워시드 아웃 신호값에 대해서, 상기 원
하는 헬리콥터 그라운드 속도를 나타내는 원하는 그라운드 속도 명령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속도 모델 
수단(128)과; 상기 원하는 그라운드 속도 명령 신호값과 상기 감지된 그라운드 속도 신호값간의 차이값을 
계산하여, 상기 차이를 나타내는 그라운드 속도 에러 신호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228)과; 상기 그라운
드 속도 에러 신호값과 상기 자세 에러 신호값을 합산하여, 명령 변경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154)과; 상기 명령 변경 신호값과, 상기 율 에러 신호값과 상기 피드포워드 신호값을 합산하여, 명
령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66)과; 상기 명령 신호를 상기 주 회전자에 출력하기 위한 수단(72)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자세 피드백 경로는, 상기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을 헬리콥터의 몸체 축에 대한 기
준으로부터 오일러 관성축에 대한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수단(106)과; 상기 자세 에러 신호값을 상기 
헬리콥터의 몸체 축에 대한 기준으로 재변환하기 위한 수단(220)을 더 포함하는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
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모델 수단은, 입력 신호값을 수신하여 상기 원하는 속도 명령 신호값을 제공
하기 위한 적분기(168)와; 상기 워시드 아웃 신호와 상기 원하는 속도 명령 신호값간의 차이값을 계산하
여 상기 입력 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차이값을 상기 입력신호에 제공하는 수단(154)을 더 포함하는 헬리
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모델 수단은, 입력 신호값을 수신하여 상기 원하는 속도 명령 신호값을 제공
하기 위한 적분기와; 작용력 신호를 제공하되, 측방향 또는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 신호중 어느 하나의 
크기가 제1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작용력 신호를 상기 원하는 속도 명령 신호값과 동일하게 설정
하고, 상기 측방향 및 길이방향 그라운드 속도 신호가 모두 제2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작용력 신호값
을 제로로 설정하기 위한 스위치 수단(174)과; 상기 워시드 아웃 신호와 상기 작용력 신호간의 차이값을 
계산함으로써 상기 입력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차이값을 갖는 상기 입력신호를 제공하는 수단(154)을 더 
포함하는 헬리콥터 비행 제어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 제공수단은 상기 각각의 제어 입력 신호값에 응답하여 상기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을 제공하는 일차 지연 필터를 포함하고; 상기 역 모델 수단은 상기 각각의 원하는 
변화율 신호값에 응답하여 상기 피드포워드 설정 포인트 신호값을 제공하는 진상 필터를 포함하는 헬리콥
터 비행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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