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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조종날개는 고속 비행에 의한 

큰 공력 부하와 예상치 못한 외란과 같은 다양한 불

확실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도조

종을 위한 제어명령을 빠르고 정확히 추종할 수 있어

야한다.

  일반적으로 조종날개에는 유압구동장치, 공압구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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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전기모터구동장치가 성능 조건에 맞추어 사용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전기모터구동장치는 다른 종류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소형화 및 제어성

능 도출이 유리하므로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BLDC 모터를 이용한 구동시스템은 조종날개를 위한 

성능 특성을 얻기에 매우 유리하여 유도무기 자세제

어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BLDC 모

터 구동시스템은 유압구동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외란과 공력 부하 등에 대한 제어 응답 특성이 낮기 

때문에 전류제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 

적절한 전류제어는 모터에 흐르는 전류가 빠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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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gital DC-Link current control approach for BLDC actuation systems. The proposed 

approach consists of the following two components: first, DC-Link current measurement with sampling instances 

synchronized with PWM frequency, and second, current control using single DC-Link current rather than three 

phases current of a motor. The proposed method proved its performance through experiments and simul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trol performance are increased compared with the BLDC actuation system which does 

not use curr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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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전류 명령을 추종하도록 만든다. 또한, 토크 손

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맥동 전류를 낮게하여 모터에 인

가되는 전류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

는 일정하게 가해지는 공력부하나, 예기치 못한 외란 

상태에서도 조종날개의 각도 제어 오차와 반응 속도 

및 그 변동을 작게 하는 등 서보 시스템의 강건성과 

제어 응답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2].

  일반적으로 3상 BLDC 모터의 전류제어를 위해서는 

각 상의 전류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야 하나, KCL 

(Kirchhoff's Current Law)에 의해 전류 측정 단을 2상

으로 줄일 수 있다[2]. 특히 BLDC 모터가 구형파 구동

방식으로 동작될 경우 DC-Link 전류 측정만으로 보다 

단순한 제어가 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전류제어 기법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3-10].

  DC-Link 전류를 이용한 제어기법은 크게 세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모터에 흐르는 최대 전류를 

제한하게 하거나, 둘째, DC-Link 전류 피드백만으로 

모터의 사용 전류를 제어하거나, 셋째, DC-Link 전류

를 계측 후 3상의 전류로 재구성하여 제어하는 방법

이다[3-6].

  첫 번째 방법은 전류 명령을 추종하는 제어가 아닌 

전류 제한 치에 대해 단순히 온-오프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을 위해서, 기존의 DC-Link 전류제어 방

법은 Fig. 1과 같이 디지털제어기를 사용할 때에도 주

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 이유는 

DC-Link 전류의 다이나믹스가 높은 주파수(통상 수십 

kHz)의 PWM(Pulse Width Modulation) 주파수와 동일

하게 스위칭 하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 시 하드웨

어적으로 샘플링 제약이 발생하여 전류제어 구현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4]. 세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아

날로그 방식으로 구현하기에는 변환 수식 구조가 너

무 복잡하여 적용된 사례가 없다. 이를 디지털로 구현 

시, 변환을 위한을 위한 복잡한 수식이 쉽게 프로그램

이 되므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DC-Link 전류

에 대한 나이퀴스트 샘플 법칙을 만족할 수 없기 때

문에 통상적으로 듬성 듬성한 전류 정보와 시스템 모

델을 이용하여 3상의 전류를 예측 변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 경우, 모델 불확실성이나 계측단의 

노이즈와 같은 외란에 대해 예측 전류의 정확성이 떨

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DC-Link 

전류제어를 위해 아날로그적인 방식과 3상 전류를 예

측하거나 변환하는 방식을 배제하면서 완전한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디지털 전류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첫째, 샘플링 제약

을 해소하기 위해 DC-Link 전류를 위한 계측 샘플링 

주기를 PWM의 반주기와 동기 시켜 나이퀴스트 샘플 

법칙을 만족하도록 하고, 둘째, 하드웨어적, 소프트웨

어적 구현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DC-Link 전류를 계

측 후 상 전류로 재구성하지 않고 전류 피드백으로 

직접 사용한다. 이 방법도 앞 절에서 언급한 디지털 

방식의 문제점과 동일하게 샘플링으로 인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전류 다이나믹스를 

추종하는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방

식은 제어 성능 개선을 위한 알고리즘 변경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사용되는 부품의 수를 대폭적으로 

감소시켜 하드웨어 구현을 단순하게 하는 등의 장점

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3상 전류

로 변환할 때의 예측 오류 등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제안된 방식을 구현

하기 위한 서보시스템의 구성을 2장에서 설명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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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ventional current controller(Ts1: Sample time, n = 0, 1, 2, … : the number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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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전류 제어 기법을 3장에서 논의한 후, 4장에서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를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고 

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구성하였다.

2. 서보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의 제어 대상은 유도무기 조종날개의 

각변위 제어를 위한 BLDC모터 구동 시스템으로서 전

체 서보 시스템 구조는 Fig. 2와 같다.

  Fig. 2에서 BLDCM driver는 PWM 제어와 3상 구형

파 구동 로직 발생기로 구성되며, 인버터를 통해 

BLDC 모터를 회전 동작시킨다. 또한 디지털 위치 및 

속도 제어기인 D(z)와 디지털 전류제어기인 H(z)로 구

성되어 있다.

  서보 제어기에서 D(z)는 상대적으로 느린 샘플 주파

수(일반적으로 1 kHz 이하)를 갖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DC-Link 전류의 신호

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 수십 kHz의 PWM 

주파수로 동작하므로 전류 제어 추종을 위해서는 나이

퀴스트 샘플링 법칙에 따라 전류 제어가 최소한 PWM 

주파수보다 2배 더 빠르게 구현되어야 한다. 이는 나

이퀴스트 샘플링 법칙을 만족함으로써 제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하는 것과 함께 계측 신호의 엘리어싱 

현상도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고속 

구현은 병렬프로세싱과 고속 연산이 가능한 FPGA 

(Field Programable Gate Array)에 의해 가능하므로, 전

류제어는 FPGA에 구현하여 수행되도록 하였다. 즉, 

두 가지 샘플 시간을 이용하여 제어 알고리즘 전체가 

디지털 타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Ts1 

>> Ts2의 관계를 갖는다.

3. 전류 제어기의 설계

3.1 PWM 주파수 동기화 전류 계측 기법

  본 논문에서는 3상 구형파 구동방식의 DC-Link 전

류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전류제어를 위해 Fig. 3과 

같은 전류 계측 방법을 제안한다. Fig. 3에서 IRS, IMEA, 

IREF 및 PWMSYNC는 각각 DC-Link 아날로그 전류, 

AD 변환기에 의한 샘플링 순간의 DC-Link 계측 전류, 

전류 명령 및 AD변환기의 변환 시작 신호(샘플링 순

간) 이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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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t

Fig. 3. Proposed measurement of DC-Link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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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posed DC-Link current controller(Ts2: the second sample time for DC-Link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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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는 그 특성상 PWM 신호와 동기되어 스위칭을 

한다. 또한 PWM 신호가 ON 상태일 때 IRS는 양수, 

PWM 신호가 OFF 상태일 때 IRS는 음수로 스위칭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DC-Link 전류 계측 시점을 

PWM 신호의 ON/OFF 위치와 동기 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WMSYNC를 통해 

구현되며 PWMSYNC는 PWM 신호 생성 반송파인 삼

각파 신호의 최소 및 최대 첨두치를 이용하여 생성된

다. 따라서 이 신호를 AD(Analog to Digital) 샘플링 

명령 신호로 사용함으로써 DC-Link 전류 신호 중 필

요한 시점의 전류 정보를 모두 계측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 경우 AD 샘플 주기는 PWM 반송파 주기의 1/2이

다. 본 논문에 사용된 PWM 반송파 주기가 0.125 msec

이므로 DC-Link 샘플링 주기 및 전류제어 루프 주기는 

0.0625 msec 이다. 이것을 FPGA로 구현하는 절차는 다

음과 같다.

① PWM 반송파(디지털 삼각파) 생성: 카운터를 이용

하여 0 ~ Cmax 까지 카운팅 반복

② PWMSYNC 생성: Cmax/2 순간 마다 High 생성

③ AD변환기의 CONVST 단락에 PWMSYNC 송신

④ AD변환기의 EOC에 맞추어 IMEA 값 저장

이때, CONVST(Conversion Start)는 AD변환기로 입력

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시작 명령 신호이고 EOC 

(End of Conversion)는 ADC에서 출력되는 변환완료 

알림 신호이다. 또한 Cmax는 디지털 카운터의 카운팅 

최대값으로서, 요구되는 PWM 주파수와 FPGA 시스템 

클럭 주파수, fpwm와 fFPGA에 따라 Cmax = (fpwm / fFPGA)

에 의해 달라진다.

3.2 제안된 전류제어 기법 설계

  Fig. 4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전류제어기의 블럭선도

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류 오차, ierr(nTs2)

는 전류 명령인 IREF(nTs2)와 계측된 DC-Link 전류인 

IMEA(nTs2)의 각 절대 값의 차로 검출된다. IREF(nTs2)와 

IMEA(nTs2)에 절대치를 이용하는 이유는, DC-Link 전류

에서 음수 전류는 인버터의 프리휠링 다이오드를 통

해 흐르는 전류가 계측된  것으로서, 실제로 BLDC모

터의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양수 전류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전류 제어를 위해 수식 

(1)과 같은 PI 제어를 사용한다.

 2 2 2
22

2 2 2

( 1) ( ) ( ),  0
( )

0,                                                                      0

( ) ( ) ( )

Ii
s pi err s err s err

ss

err

err s REF s MEA s

K
u n T K i nT i nT i

Tu nT

i

i nT I nT I nT

      
 
 

 (1)

여기서, u(nTs2)는 Fig. 4의 전류 제어기 출력으로 모터 

제어 입력에 이용된다. 또한 Kpi와 KIi는 각각 비례제

어 게인과 적분기 게인이으로서 제어 안정도와 샘플 

타임 등을 고려하여 수식 (2)와 (3)을 이용하여 선정 

된다.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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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figuration of proposed current control using DC-Link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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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tri는 PWM 반송파의 최저-최고점 간의 진폭

이고 IREF|max는 사용되는 최대 사용 전류이며, s1과 s2

는 각각 PWM의 On과 Off 상태에서 DC-Link에 흐르

는 전류의 신호 기울기이다. 또한 α는 시스템에 따라 

최대로 가능한 전류 오차 상수, epp에 대한 크기 변환 

비율로서 수식 (4)와 같은 관계를 가지며 제어 오차를 

설계할 때 필요한 설정 값이다. 더불어, 수식 (3)에 포

함된 기호 정의는 4단락의 Table 2에 설명되어 있다.

 
1 2

1 2

( )err pp

pp
pwm

i t e

s s
e

f s s

 




 (4)

이에 따라 본 논문에 사용된 시스템을 위한 전류 제

어용 게인 값은 Kpi ≤ 4.373, KIi ≤ 2.335로 설계 된다.

  Fig. 4에서 dir(direction) 신호는 모터 회전에 대해 정

방향/역방향 명령을 위한 신호로써 수식 (5)와 같이 판

별된다. 이는 BLDC모터의 구형파 구동 시 Table 1과 

같이 6-step 정류(Commutation) 논리 회로에 이용된다.

2

2

,  ( ) 0

,    ( ) 0
REF s

REF s

CCW I nT
dir

CW I nT


  

 (5)

2.3 제안된 전류제어기의 H/W 구현

  제안한 DC-Link 전류 계측 기법(Fig. 3)과 전류 제

어 기법(Fig. 4와 수식 (1) ~ (5))는 H/W적 구현을 위

해 그 기능별로 Fig. 5와 같이 FPGA에 구현하였다.

  Fig. 5의 PWM Controller는 삼각파 비교방식을 이용

하여 u(nTS2)에 대한 PWM 펄스폭을 제어한다. 그리고 

ADC Controller는 PWM Controller의 삼각파 신호에 동

기된 Fig. 3의 PWMSYNC 신호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

용하여 DC-Link 전류인 IRS에 대한 계측을 제어 한다.

  Fig. 5의 Commutation은 Table 1과 같이 3상 BLDC 

모터에 대한 6-step 구동을 위한 정류 논리이다. Table 

1과 같이 BLDC 모터의 홀센서 신호 3개(H1, H2, H3)

와 dir 신호 및 Isense 신호를 이용하여 6개의 인버터 

구동 신호(DA, DB, DC, UA, UB, UAC)를 생성한다. 여기

서, Isense 신호는 모터의 최대 사용전류인 IMAX로의 도

달 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서, Dead Time Generator와 

Protection System에 사용되어 인버터와 모터의 단락을 

방지한다[10].

C

B+

A

Gate DriverADC

PWM Controller/
ADC Controller

Commutation

Dead Time Generator/
Protection System

IMAX

IMEA(t)

P
W

M
S
Y
N

C

FPGA

BLDC

Comparator

IREF(t)  

IRS

H1

UA

Current
Measuring/

Current
Controller

dir

U(t)  

ISENSE

DA UB DB UC DC

H2

H3

Fig. 5. H/W for proposed DC-Link current controller

Table 1. 6-step Commutation logic for BLDC motors

Isense dir H1 H2 H3 DA DB DC UA UB UC

0

CCW

0 0 1 0 1 0 0 1 1

0 0 1 1 0 0 1 0 1 1

0 0 1 0 0 0 1 1 0 1

0 1 1 0 1 0 0 1 0 1

0 1 0 0 1 0 0 1 1 0

0 1 0 1 0 1 0 1 1 0

0

CW

1 0 1 0 0 1 1 0 1

0 1 0 0 0 0 1 0 1 1

0 1 1 0 0 1 0 0 1 1

0 0 1 0 0 1 0 1 1 0

0 0 1 1 1 0 0 1 1 0

0 0 0 1 1 0 0 1 0 1

1 X X X X 0 0 0 1 1 1

X X 1 1 1 0 0 0 1 1 1

X X 0 0 0 0 0 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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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검토 결과

  제안된 전류제어기의 성능 검증을 위해 아날로그 

방식의 전류제어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전류제

어 적용 유무에 따른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검토된 성능 항목은 데드존, 정적에러, 최대각속도, 주

파수응답특성, 및 전류제어 응답특성이다.

  성능 비교에 사용된 구동시스템의 특성 파라미터는 

Table 2와 같다. 사용된 전체 제어알고리즘의 구조는 

Fig. 2와 같으며, Fig. 2에서 제어기 D(z)에는 의 두가

지 제어 게인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Table 3과 같이 설

정하였다. Table 3에서 ζ는 제어시스템의 주파수응답

성능을 위한 목표 댐핑계수이고 ωn는 목표대역폭이다.

4.1 구동시스템 제어 응답 특성(무부하 조건)

  Fig. 6～Fig. 9는 구동시스템의 제어 응답 특성 특성

Table 2. Normalized system parameters

기호 설명 값 비고

bs 백래시 10e-3 추정

Bm 점성마찰계수 1e-3

Jt 구동기 관성 1.8e-3

Kb 역기전력상수 1

Kt 모터토크상수 9

Ls 모터인덕턴스 12

Rs 모터저항 10.7

N 기어비 40

Vdc 모터 공급 전압 13

IMAX 모터 전류 제한 2.2

  Table 3. Normalized gains of position and velocity 

controllers

             이득

 구분
Gain1 Gain2

설계 기준 

(정규화값)

전류제어 없음 17 8e-3 ζ = 0.8, ωn = 3

제안된 전류 제어 1 4.3e-4 ζ = 0.8, ωn = 3

아날로그 전류제어 4 7e-4 ζ = 0.8, ωn = 3

Table 4. Experimental results(Normalized)

                   구분

 항목

제안된 

전류

제어

전류

제어

없음

아날로그 

전류제어

데드존 [deg] 3e-3 10e-3 2e-3이하

정적오차 [deg] @ 0.5 2e-3 5e-3 0.5e-3

각속도 @ 3 41 40 43

주파수

응답특성[Hz]

Mag.@-3dB 3.43 3.42 3.44

Pha.@-90deg 3.38 3.1 3.4

을 보여준다.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4와 같다.

  그림과 표의 결과에서 보듯, 제안된  전류제어를 적

용함으로써 각속도와 주파수응답의 최대 대역폭의 성

능은 전류제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크

게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드존과 정적오차가 

각각 70 %와 60 %로 크게 향상되었다. 아날로그 전

류제어의 경우, 제안된 방법보다 데드존, 각속도 및 

정적오차 성능이 훨씬 뛰어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in1과 Gain2가 제안한 

방법보다 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

며 사용하는 전류 계측에 대한 샘플링 제약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6. Dead zone: (upper) ± 3e-3 sine command, 

(lower) ±1e-2 sine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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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eady stat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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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gular velocity

M
ag

ni
tu

de
(d

B
)

P
ha

se
(d

eg
)

Fig. 9. Frequency response test

  전류 제어 유무에 따른 주파수응답의 진폭비의 경

우, Fig. 9의 0.4 Hz에서 2 Hz 입력에 대한 제어응답

은 부호 차이만 있을 뿐 두 방법 모두 대동소이하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거의 동일한 응답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첨두 공진값이 제안한 방법을 통해 10 

% 정도 낮아졌다. 첨두 공진값이 클수록 제어시스템

의 공진에 의해 시스템 진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게 

되므로 가능하면 0 dB 혹은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제어 안정성에 있어 유리하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에 

의해 진폭 응답의 제어 성능을 유지함에도 제어 안정

성은 더욱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상 지연

은 제안한 방법에 의해 10 %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제안한 방법이 고속 입력에서도 제어 응답

의 시간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결과이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식과 비교할 경우, 최종 주파수 

응답 성능은 유사하지만 제안한 방법이 전체적인 진

폭비와 위상 지연 정도에서 다소 성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 영역 응답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결과이다.

  주파수응답의 최대 대역폭과 각속도의 성능이 세가

지 검증 방법과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

유는 최대 속도와 최대 대역폭에서 전류제어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전류가 이미 시스템에 인가되어 최대 

토크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2 전류 제어 응답 특성(부하 조건)

  Fig. 10은 최대 공력 부하 300의 50 %인 150 인가 

조건에서 전류 명령과 그에 대한 전류 응답 특성을 

보여준다. 전류제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하를 유

지하기 위한 전류 응답은 최대 운용 가능한 300 부하

가 아님에도 피크 전류가 최대 제한 전류, Imax까지 

이르게 되고 전류 제한 방법에 따라 0부터 Imax로 스

위칭을 한다. 그러나 제안된 전류제어를 적용함으로

써, 전류 명령이 인가 공력에 대응하여 생성되었고 

그에 따라 피크 전류가 50 %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스위칭하는 진폭도 크게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아날로그 전류제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전류 추종 

성능이 훨씬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론에서 언

급한 디지털 방식에서의 샘플링 제약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전류제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하의 크기와 상

관없이 전류는 항상 최대 전류까지 스위칭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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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하가 증가할수록 전류 손실이 커지게 될 수 있

다. 이 경우, 부하의 크기가 커질수록 제어 오차가 커

지거나, 주파수 응답 특성 등이 악화되는 단점이 발생

한다. 그러나, 제안된 전류제어의 경우 아날로그 전류

제어와 유사하게 부하 크기에 대응된 전류를 소모하

고 그에 대한 토크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부하 증가

에 대한 제어 특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Fig. 10. Results of current control using 150 load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LDC 모터 구동시스템의 응답 특성

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의 DC-Link 전류 제어

를 적용하였다. 제안된 방식은 새로운 전류 계측 기법

을 적용하여 PI제어를 적절히 On-Off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DC-Link를 이용한 전류제어[3-6]와 비교하여 

볼 때 제안한 방법이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구현

이 더욱 간소하면서도 유사한 전류 추종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제안한 전류 제어 방식은 DC-Link단 

전류만을 이용하고 나이퀴스트 샘플 조건만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아날로그 전류제어보다는 전류 추종 성

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전반적인 서보 제어 측

면에서 성능이 아날로그 방식을 대체할 만한 성능 저

하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은 부하의 유무와 전

류제어 적용 유무 및 아날로그 전류제어 사용의 조건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한 방법이 BLDC모터 구동 시스템에 정

밀한 응답 특성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류제어는 일반적으로 

제어시스템의 강건성과 제어 성능 개선에 유리하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전류제어에 의한 정밀한 제어 성

능의 개선 정도만 논의하고 제어 강건성에 대한 논의

가 미비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 주제로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제어 강건성의 개선 정도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아날로

그 전류제어를 실제 실험과 비교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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