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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선반에서 비 원형 가공 을 위해서는(Non-circular Cutting)

공구가 반경방향으로 위치제어가 가능하고 스핀들과 회전방향,

으로 동기화가 이루어 질 때 임의의 형상 가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 원형 가공에서 액추에이터의 선택과 시스템 제어방법

이 가공오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이스 코일.

액추에이터 는 기존의 다른 액추에이터들(Voice Coil Actuator)

과 비교 했을 때 출력 응답성 제어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

가진 액추에이터로 고속으로 직선운동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적합하여 비 원형 가공에 적용이 용이하다 그리고 비 원형.

가공 시 발생하는 형상오차는 스핀들 액추에이터 동기화 문제와-

액추에이터의 위상지연 시스템 외란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공물의 형상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위상지연의 제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 원형 가공의 형상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먼저 고속 이송 시.

발생하는 추종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제어기를 사용하였고PD ,

위상지연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피드포워드 제어(Feedforward)

기로 을 사용하였ZPETC(Zero Phase Error Tracking Controller)

다.[1]

모델링및2. VCA ZPETC
모델링2.1 VCA

모델은 전기계와 기계계가 서로 맞물려 동작하는 모델로VCA

서 로렌츠 법칙에 의해 추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구동위치에.

따라 자속밀도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력이 선형적으

로 나타나지 않는다 실험을 통해 추력을 측정하여 선형범위를.

선정하고 식 과 같이 미분방정식을 유도한다, (1) .[2]

          

     



    

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제어계의 블록선도를 나타낸Fig. 1

것으로 제어기는 기본적으로 고속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어기를 사용하였다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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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ack Diagram of System

제어계의 흐름은 지령값과 피드백된 응답에 대한 오차가 PD

제어기를 거쳐 속도로 변환되고 이 속도와 듀티비를 결정하는

관계식을 통해 요구되는 속도에 맞는 듀티비가 정하여 진다.

이 때 모델링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에 해당하는 정확한

듀티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호에 대한 구동계. PWM

의 응답을 시간 역에서 해석함으로써 속도와 듀티비 사이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제어에 사용된 신호를 나타낸다 이 신호Fig. 2 VCA PWM . PWM

의 듀티비는 한 주기 동안 와 로 결정된다 이 신호에 대한a b .

응답을 평면에서 표현하면 식 과 같다s (2) .

……

T=10Tc

Tc

Time

Vo
lta

ge

V

-V

a

b

Tc : carrier time
T   : control time

Fig. 2 PWM Signal

 


∞

   
  

∞




  
 








 





  
 




식 에서 듀티비를 나타내는 변수 가 지수함수로 되어있기(2) a

때문에 수학적으로 듀티비에 따른 속도관계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입력되는 신호를 초기조건이 다른 스텝입력신호의PWM

연속으로 보면 시간 역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시간 역에서 해석.

한 속도와 듀티비의 관계식은 식 와 같으며 이 식이 디지털(3) ,

제어의 변환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duty ratio = 50 + 0.05624 ×velocity (3)

위 관계식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 듀티비를 변화시켜가면

서 의 속도 오차를 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와 모델링VCA Fig. 3 .

결과간의 오차는 듀티비가 작은 저속 구간에서 크게 나타나고

고속에서는 매우 정확하게 모델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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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eling Errors

보이스 코일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직선운동시스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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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ZPETC(Zero Phase Error Tracking Controller)

비 최소 위상 시스템의 궤적제어를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어기는 교수가 제안한 이다Feedforward Tomizuka ZPETC .

은 기본적으로 개념에서 확장된ZPETC Pole / Zero Cancellation

개념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된 폐루프 전달함수에 제거할 수,

없는 영점을 있을 때 시스템의 위상지연 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제어기로 개념도는 와 같다Fig.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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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pt of ZPETC

원리는 설계된 제어기에 주어진 기준궤적을 스텝ZPETC d+s

미리 입력해서 계산된 결과가 피드백 시스템에 입력으로 작용하

는 것이다 설계된 제어기는 주파수 역에서 허수를 가지지 않도.

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은 전

주파수영역에서 위상지연이 없는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실험및결과3.
실험장치 및 구성3.1

실험 장치는 에 궤적 생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컴퓨터Fig. 5 ,

피드백을 위한 엔코더 카운터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 제어신호, ,

인 그리고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증폭기 구동을 위한PWM PWM ,

로 구성된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VCA .

파라미터 값을 에 나타내었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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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erimental System

Table 1 Hardware Specification and Parameters Value

Component Specification Value

Controller
(DSP)

Clock(MHz) 40
Carrier Frequency(kHz) 10
Control Frequency(kHz) 1

Amplifier RMS 50V, 20A(0~20kHz)

VCA

L(mH) 13.1
R( )Ω 1.487
m(kg) 1.56
c(N s/m)․ 68.3

kf(N/A), kb(V s/m)․ 24.02

위상지연 오차 제거3.2

폐루프 전달함수에서 유도한 을 차분방정식으로 식ZPETC (4)

과 같이 유도하여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어점수에ZPETC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한 주기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로를 입력하여40

실험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Fig.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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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eriment Result of ZPETC for 40-segment control

실험 결과에서 궤적의 게인 값 부분에서는 오차가 발생하지만

위상오차는 완벽하게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설계된.

을 다양한 주파수 영역에서 실험을 하여 결과를 에ZPETC Fig. 7

나타내었다.

20 40 60 80 100

-250

-200

-150

-100

-50

0

Ph
as

e(
de

gr
ee

)

Frequency(Hz)

 w/o ZPETC
 with ZPETC

Fig. 7 Phase Frequency Response of VCA

실험 결과를 통해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위상지연이 크게40Hz

나타나지만 이하에서는 위상지연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40Hz

있다 고주파부분에서의 위상지연 문제는 모델링 시 고려되지.

않은 마찰력으로 인한 모델링 에러와 제어 값의 변화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결론4.
의 위상 지연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피드백 보상기인 보VCA PD

상기에 을 적용한 결과 이하에 위상지연이 제거되는ZPETC 40Hz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의 위상지연은 이 시스템의. 40Hz ZPETC

모델링 에러와 파라미터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학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큰 에러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수는 적응기. Tomizuka

법을 이용하여 오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향후 과제로서.[3]

고주파에서 발생되는 위상지연 오차를 제거해야 하며 게인,

값에 의한 형상 오차는 피드백 시스템 내에 다른 제어기를 적용하

여 정확한 궤적 제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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