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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동역학 모델을 기반으로 고성능 제어를 구현하는

모델기반 제어기법이 주목받고 있다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

로 하는 외란 관측기 는 동적 시스템에(disturbance observer)

인가되는 외란을 추정하여 이를 보상하여 외란의 영향을

제거하는 제어 알고리즘이다 외란 관측기는 추정된 외[1].

란을 기반으로 외란을 제거하는 제어 입력을 생성하여 강

인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외란 자체,

를 추정하여 시스템의 정보를 얻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

다 자동문 시스템 보행 로봇 자동차의 전동식 파워 스티. , ,

어링 등은 외란 추정 정보를 활용하여 제어하는 시스템이

다 구체적으로 자동문 시스템은 외란 추정 정보를 통해 사.

람 및 물건의 끼임을 검출하여 안전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동 로봇은 외란 추정 정보를 이용해 지면반[2].

력을 추정하고 로봇의 균형 및 보행 패턴을 판단하기도 하,

며 로봇의 위치 제어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3],

자동차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은 외란 추정 정보를[4,5].

통해 운전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핸들링을 보조해 주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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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 외란 관측기는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6].

때문에 시스템 인식 이나 역학을 통해(system identification)

모델링을 한다 일반적인 전동기 시스템에서는 편의상[7].

전동기의 입력 전압에서부터 출력 각속도를 시스템으로 모

델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추정되는 외란의 크기를 정.

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험적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곡선 적합 및 스케일링 등 추가적인 연(curve fitting)

산이 필요하다[3].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기

시스템의 외부 토크를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외란

관측기 설계를 제안한다 외란 관측기를 사용하여 전동기의.

부하 토크의 정확한 크기를 추정하고자 할 때 전류와 전동,

기의 회전 각속도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모델링한 전[8,9].

동기 시스템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외란 관측기와 어떤 차

이가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검증한다 제안한 관측기는 전류.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외란 추정이 가능하며 더불어 전류,

추정까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이를 외란 전류 관측기.

라고 일컫는다 전동기의 역(disturbance and current observer) .

학 특성을 바탕으로 모델링한 뒤 외란 관측기를 설계한다.

이를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적절한 필터를 선정하Q-

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전동기 시스템의.

실험을 통해서 전류 센서 없이 전동기의 외란을 추정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시스템 모델링II.

전동기 시스템의 모델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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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란 전류 관측기의 해석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동기의

전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고정자 상전압, 는 고정자 상전류, 은

고정자 저항, 은 권선의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는 영

구자석에 의한 역기전력이다.

   (2)

여기서 은 영구자석의 자속이 고정자 권선에 쇄교하는

자속의 크기를 의미한다. 는 역기전력상수이며, 은 회

전자의 회전 각속도 이다 전동기의 토크는 식 과 같이. (3)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는 토크상수이다 전동기의 부하구동 시스템 운.

동방정식은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4) .

  





(4)

여기서 는 전동기의 관성 모멘트, 는 점성 마찰계수, 


은 부하토크, 은 전동기의 각속도 이다 식 에서부터. (1)

식 까지를 정리하면 전동기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식(4) ,

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5) .

 









  




(5)

전동기 시스템의 외란 관측기2.

외란 관측기를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입력 에

서부터 출력 까지의 전동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알고리

즘을 구현한다 그림 과 같은 일반적인 외란 관측기를 정. 1

리하면 식 과 같다(6) .

   
   (6)

여기서 은 외란이 없는 상황에서의 전동기 시스템의 전

달함수 이다.

 







(7)

식 에 식 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과 같은 결과가(6) (7) (8)

도출된다.

   
   

 











 


  









 (8)

일반적인 외란 관측기는   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식 과 같이 외란이 적용되는 시점은 알 수 있지만 정확(8)

한 크기를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외란을 추정하기.

보다는 외란 제거를 위한 제어기를 설계할 때 효과가 뛰어

난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란의 경향성은 파악.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외란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그림

과 같이 계수1 를 통해 외란의 크기를 보상해 주어야 한

다 즉 실제 외란의 크기를 알 수 있을 때는 실험적으로. ,

를 구해 외란 관측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외란의

크기를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정확한 외란의 크

그림 1. 일반적인외란관측기의블록선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generalized disturbance observer.

그림 2. 전류센서를사용한외란관측기의블록선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disturbance observer using current

sensor.

그림 3. 전류센서를사용하지않는외란전류관측기의블록

선도.

Fig. 3. Block diagram of the DCOBwithout curren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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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알 수 없고 경향성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와 같이 외란 관측기를 전동기의 부하 구동부에2

구현함으로써 전동기의 전류량과 회전 각속도의 정보를 통,

해 부하 토크를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류 센서를.

이용한 외란 관측기는 그림 의 블록선도에 의해 식 와2 (9)

같이 정리된다 식 의. (9)  라는 결과를 통해 외란 토

크의 크기와 시점을 모두 알 수 있다.

       (9)

전류 센서를 이용한 외란 관측기를 개선하여 전류 센서

없이 외란 토크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면서 전동기의 전류

추정도 가능하다 그림 과 같이 제어기의 입력. 3 와 전

동기의 회전 각속도 의 정보를 통해 전동기의 부하토크

와 전류를 추정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III.

외란 전류 관측기 를 실질(disturbance and current observer)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림 와 같은 블록선도를 알고4

리즘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는 각 전달함수를. 4 0

차 홀드 를 통해 이산화 함수를 생성한 블록(zero-order hold)

선도이다 전동기의 방정식을 이산화하여 표현하면 식. (9)

와 같다.

 





















 



(9)

필터를 로 설정하면Q- 1   을 만족시키지만 가

시스템이 된다 따라서 필터는unrealizable . Q-  

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 저역통과 필터 형realizable

태로 제안되었으며 플랜트의 필터를 이산화시키면[11], Q-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 .

 












(10)

전동기의 부하 구동부의 역함수와 필터를 함께 표현 하Q-

면 식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1) .

  
 





  (11)

식 를 활용하여 전류 센서 없이 전동기의 전류를 추정할(9)

수 있으며 식 을 활용하여 전동기에 유입되는, (9), (10), (11)

외란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 식 을 그림 와. (9), (10), (11) 5

그림 4. 알고리즘구현을위한외란전류관측기의블록선도.

Fig. 4. Block diagram of the DCOB for algorithm implementa-

tion.

그림 5. 를이용한외란전류관측기의시뮬레이션SIMULINK .

Fig. 5. Simulation of DCOB by SIMU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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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를이용한외란전류관측기의시뮬레이션SIMULINK .

Fig. 6. Simulation of DCOB by SIMULINK.

표 1. 외란전류관측기의성능실험을위한전동기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BLDC motor for performance

verification in disturbance and current observer.

EC-4pole 30, 200W

정격 전압 24 V

정격 전류 9.08 A

정격 RPM 16200 RPM

정격 토크 112 mNm

토크 상수 13.5 mNm/A

최대 효율 88 %



618 이 명 석 정 경 모 공 경 철, ,

같이 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전동기SIMULINK .

의 모델링은 표 의 사양에 맞게 설정하였다 또한 샘플링1 .

주기는 로 설정하였다 제어를 통해 기준값을 추1 ms . PID

종하는 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임의의 외란을 입력해 준,

다 그림 은 외란 전류관측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외. 6 ,

란과 전류의 실제 값을 추정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IV.

실험 구성1.

외란 전류 관측기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변수를 알고 있

는 부하를 주는 구동기와 부하를 받는 구동기를 동기화시

킨다 부하를 받는 구동기는 제어를 통해 기준값을 추. PID

종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부하를 주는 구동기는 계단 응.

답의 외란을 가진하고 외란 전류 관측기를 통해 실제 외란,

과 추정외란 실제 전류와 추정 전류를 비교할 수 있게 구,

성하였다 그림 은 외란 전류 관측기를 검증하기 위한 실. 7

험 장치 구성이다.

필터는 저역 필터 형태를 활용했으며Q- (low pass filter)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필터는 항상 안정하다1) Q- .

필터의 진폭은 모델 불확도의 상한영역의 역수 보2) Q-

다 작아야 한다.

식 는 실험적으로 구한 곱셈 불확실성(12) (multiplicative

의 상한경계를 모델링한 함수이다 식 의 결uncertainty) . (12)

과 및 그림 을 바탕으로 필터의 진폭이8 Q-  의 역함

수 보다 작은 필터의 차단 주파수는 로 구현하였다Q- 174Hz .

 





(12)

필터를 이산화시킨 전달함수는 식 과 같이 표현Q- (13)

할 수 있다.

 



(13)

실험 결과2.

그림 는 전동기 전체 시스템에 대해 외란 관측기를 적9

용했을 때 외란을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에서 외란이 작. 9

용하는 시점은 파악이 되지만 진폭을 정확히 알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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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제외란과일반적인외란관측기를사용한 추정외란.

Fig. 9. Actual disturbance and estimated disturbance using

generalized disturbance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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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실제외란과전류센서를사용하지않은외란전류관

측기의 추정외란상 실제외란과 추정외란의 오차( ),

하( ).

Fig. 10. Actual disturbance and estimated disturbance using

DCOB without current sensor(upper), error of actual

disturbance and estimated disturbance(lower).

그림 7. 외란전류관측기를검증하기위한실정장치구성.

Fig. 7. Experimental setup for verification of DC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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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의역함수와 필터의진폭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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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추정된 외란 값의 경향성만을 정보로써 활용하거나,

센서 등으로 실제 외란을 측정한 후 실험적인 정보를 토대

로 외란 정보가 활용 가능하다 그림 은 외란 전류 관측. 10

기를 통해 외란을 추정한 결과이다 이때 외란 전류 관측. ,

기는 일반적인 외란 관측기에 비해 외란의 실제 측정값과

크기 및 경향성을 잘 추정한다 여기서 외란의 실제 값은.

동기화된 구동기의 전류 값과 토크상수의 곱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초의 실험동안 실제 측정값과의 오차는. 15

를 통해 으로 확인되었다 또RMS (Root Mean Square) 0.0038 .

한 그림 은 제안한 외란 전류 관측기를 통해 전류를 추11

정한 것이다 동일 시간 동안 실제 측정값과의 오차는.

를 통해 로 확인되었다RMS 0.00324 .

결론V.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 시스템에서 외란 및 부하 토크를

추정하는 경우 전류 센서 없이도 전동기 시스템의 외란 및,

전류를 추정이 가능한 외란전류관측기를 설계하였다 외란.

전류관측기와 비교하여 일반적인 외란 관측기에서 외란의,

정확한 크기 추정의 한계를 수식적으로 검증하였고 제안한,

외란 전류 관측기를 통해 전류 센서 없이 외란과 전류 모

두 추정이 가능함을 실험 결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외란 크.

기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실제 측정량과 비교하여 추정

값을 스케일링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전류 센서.

없이 전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및 시스템

의 크기 감소에도 기여한다 향후 시스템의 노이즈를 고려.

한 알고리즘으로 정확한 물리량의 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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