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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 Instantaneous Pressure Control(DIPC) method of

SRM using pressure predict method is presented in this

paper. A hydraulic pump system has an inherent defect that

its dynamic behavior causes by interaction between the

sensor and hydraulic load. It will make sometimes the whole

system become oscillatory and unstable. Proposed system

integrates direct instantaneous torque control (DITC) and

Smith predictor to improve dynamic performance and

stabilization. The· proposed hydraulic oil pump system is

verified by computer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1. 서론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Switched Reluctance Motor, 이

하 SRM)는 간단한 구조, 높은 출력비, 넓은 속도범위, 탁월한

시동 특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높은 속응성을 필요로

하는 유압 펌프 시스템에서의 적용이 유리하다.
[1][2]

일반적으로 유압 펌프 시스템은 센서의 고유 시간지연과 유

체 이동 시간 때문에 시간지연이 길다. 이러한 긴 시간지연은

부궤환 제어와 PID제어 구조에서 장시간의 진동과 불안정화를

만들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시스템의 제어정수 설정

이 어렵게 되어 제어기의 설계가 어렵고, 전체 시스템의 안정

성 저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의 개별적인 스위칭을 통한 토크 발생 기구로

인해 SRM에서는 토크 리플이 타전동기에 비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동기와 연결된 펌프의 구동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압력의 리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진다. 또

한 일반적인 제어기법을 사용할 경우 이에 필요한 제어이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된 측정압력의 지연문제를 해결하

고 리플이 없는 압력제어를 위하여 스미스 예측기(simth

predictor)를 통한 지연보상과 직접 순시토크제어기법(Direct

Instantaneous Torque, 이하 DITC)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펌프와 센서간의 기구적 문제에 의한 지연문제 해결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적인 특성을 향상시키며 균일한 토크를

발생시켜 리플 없는 압력제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구

동방식은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2. 제안된 유압펌프용 압력제어구동

2.1 순시토크제어를 통한 압력리플 저감

일반적으로 기어방식의 유압 펌프의 경우 회전력 및 회전속

도에 따른 압력의 생성량이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펌프에 연결된 전동기의 토크에 리플이 발생할 경우 이

에 따른 압력의 리플이 발생하게 된다. SRM의 경우 토크 발생

기구상 각 상의 개별 스위칭여자로 토크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따른 토크의 리플이 존재하고, 유압펌프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압력 역시 리플을 가지게 된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DITC를

적용하여 토크의 리플을 감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DITC는 히

스테리시스 제어를 기반으로 한 간단한 규칙을 이용한 기법이

므로 적용의 용이성 역시 가지게 된다.

그림 1은 DITC를 적용하기 위해 SRM의 인덕턴스 변화에

따른 DITC의 제어영역을 설정한 것이며, 그림 2는 각 구간에

서 적용되는 제어규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1영역의 경

우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 이전 상의 여자가 지속되고, 다음

상의 여자를 위해 전압을 인가하여 전류 확립하는 구간으로 그

림 2의(a)에 나타낸 제어규칙 1을 사용하여 토크 에러 값에 따

라 스위칭을 수행한다. 2영역의 경우 이전 상을 빠르게 소호시

키고 다음 상에 의한 토크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구간이며 제어

규칙 1에 의해 스위칭이 수행된다. 3영역의 경우 이전상의 소

호가 완료되고 다음상의 토크에 의해 전동기가 구동되며 제어

규칙 2에 의해 스위칭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3에서

나타난 비대칭 브릿지 컨버터의 3가지 동작모드를 사용하여 그

림 2의 DITC 제어규칙을 수행 하였다.

그림 1. 3구간으로 나눈 DITC기법의 원리

Fig. 1 Principle of DITC method with 3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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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대칭 컨버터를 이용한 DITC 제어규칙

Fig.2 DITC scheme with a asymmetric converter

그림 3. 일반적인 비대칭 컨버터

Fig. 3 Conventional asymmetric converter

 a) 여자모드(1)    (b)freewheeling 모드(0)    (c)감자모드(-1) 

그림 4. 비대팅 컨버터의 구동 모드

Fig. 4 Operation modes of asymmetric converter

2.2 압력예측기법(Smith Predictor)

유압 펌프 시스템은 센서의 고유 시간지연과 유체 이동 시

간 때문에 시간지연이 길다. 이러한 긴 시간지연은 부궤환 제

어와 PID제어 구조에서 장시간의 진동과 불안정화를 만들기

쉽다.[3][4]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Smith Predictor를 적

용하였다. 그림 5은 Smith Predictor제어시스템의 일반적인 블

록도를 보여준다.

Controller MachineR Y+- +-

+-

Delay

그림 5. 압력예측기법의 블록도

Fig. 5 Equivalent block of Smith predictor control system

그림 6은 제안된 DITC시스템에 Smith Predictor 제어를 적

용한 블록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DITC시스템으로부터 예측된

토크와 토크-스피드 특성곡선으로부터 계산된 부하토크의 비

교로 토크에러가 계산되고 예측스피드는 더욱 정확해진다. 더

욱 정확해진 스피드로 다시 토크를 계산하고 펌프모델로부터

구해진 압력을 보상기를 통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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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mith Predictor 제어를 적용한 제안된 DITC 시스템

Fig. 6 Block diagram of Smith predictor control in proposed DITC 

CT

DITC Controller

*
refT

q

Encoder

SRM
Converter

Pump

Tank

Actuator

PI
*
refP + -

sensorP

Valve

Solenoid
Valve

speed

estT
wSmith predictor

+
compensationP i

q

그림 7. 제안된 압력제어기법 

Fig. 7 The Proposed Pressure Control Method

3. 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

3.1 시물레이션 결과

그림 8와 그림 9은 전류 쵸핑 제어(CCC)와 제안된 DITC의

시물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CCC기법의 토크리플이 DITC기

법의 토크리플보다 2배정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전류 쵸핑 제어 시스템의 시물레이션 결과[s]

Fig. 8  Current chopping control at 2[MPa]

그림 9. 제안된 DITC 제어시스템의 시물레이션 결과[s]

Fig. 9 Proposed DITC control at 2[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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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안된 DITC 제어의 압력 응답 시물레이션 결과[s]

Fig. 10  Pressure response of proposed DITC control

그림 10은 제안된 DITC기법과 Smith Predictor 제어기법을

병합한 시스템의 시물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10에서 압력의 오

버슈트가 줄어들었고, 정착시간이 짧아진 것을 볼 수 있다.

3.2 실험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TI사의 TMS320F2812 DSP칩

을 사용한 제어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DITC프로그

램의 샘플링 시간은 25[us], Smith Predictor의 샘플링 시간은

375[us]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1은 전류 쵸핑 제어의 실

험결과이고 그림 12는 제안된 DITC기법의 실험결과이다.

DITC기법의 토크리플이 CCC기법의 토크리플보다 1/2정도 감

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전류 쵸핑 제어의 실험결과[10ms/div]

Fig. 11. Experimental result of CCC at 2[MPa]

그림. 12. 제안된 DITC의 실험결과[10ms/div]

Fig. 12 Experimental result of proposed DITC at 2[MPa]

그림 13은 일반적인 PI제어를 적용한 DITC의 압력 응답을

보여준다. 그림 15를 보면 안정화 시간이 150[ms]을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는 제안된 제어 구조의 압력 응답을 보여

준다. 그림 14에서 오버슈트가 매우 작아졌고, 안정화 시간이

60[ms]정도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3. DITC에 일반적인 PI제어를 적용한 압력 응답[100ms/div] 
Fig. 13. Pressure response using conventional PI control of DITC

그림14. 제안된 제어 구조를 적용한 압력 응답[100ms/div]

Fig. 14 Pressure response using proposed control architecture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작 성능과 안정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

안된 압력예측기법(Smith Predictor)을 이용한 SRM의 직접 순

시 압력 제어 기법(DITC)을 제안하였다. DITC기법을 사용하

여 SRM 고유의 토크리플을 줄이고, 압렵예측기법을 사용하여

입력신호의 지연을 보상하여 부궤환제어와 PID제어에서 나타

나는 불안정화와 진동을 개선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증명하기

위해 수치해석 모델을 통해 시물레이션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Brain Busan 21사업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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