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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제어대상으로서 공작기계 로봇 반도체제조용기계에이르는CNC , ,

모션제어시스템의고속고정밀화가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예전에고.
려하지않았던플랜트제어대상의각구성요소들의비선형성에의한( )
효과나모델링오차및외란의작용에대한충분한이해와설계상의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플랜트인식문제와요구되는제어성능을만족시
키기위한제어방식과제어기설계방법을동시에고려하는기법이요구된
다.     그러나현장에서널리사용되어지는제어기법은 제PID
어로서각각의제어기파라미터를적절하게튜닝하는기법을채택하고
있는실정이다.   튜닝기법이실험을통해쉽게제어기를설계하는
장점은있으나시스템에요구되어지는성능과얻어진성능과의절충이
필요하게된다.본 논문에서는 각 축의 동적 특성이 상이한 일반적인 모션시스템에서 요구되어지는 조화로운 운동을 위하여 기준모델을일치시키는 제어기법을 제안한다.본 논문의 구성은 장에서기준모델피드백제어의 구조와 성2능특성을 소개하고 장에서는 제어기의 튜닝기법을 다루며, 3 ,장은 모의실험을 통해 동특성이 상이한 축 모션시스템에4 2적용하고 고찰한다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설명한. 5다.

기준모델피드백제어2.

제안된제어기구조는제어기 를갖는기존피드백루프와C
함께기준모델출력과플랜트출력과의오차를반영하는피드백
루프 상부루프 로구성된다 참조 제어기구조에대하여( ) (Fig. 1 ).
선형시스템해석을도입하고입력 과외란 그리고출력r(t) d(t)
에 대하여 전달함수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y(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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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Reference Model
 : Nominal Plant Model
 : Feedback Controller
 : Model Error Feedback Controller


 

Fig. 1. Reference Model Feedback Control Structure

식 의전달함수형태에대해수식을전개하기위해다음과(1)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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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시스템의응답에대한동특성을나타내며, 

는 외란에 대한 시스템의 제거성능을 나타낸다.
피드백 시스템의 요구하는 성능을 표현하는 기준모델 를

유리다항식의 전달함수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3)

여기서 분모다항식으로부터,   인시스템의특성방정식을
얻는다.
그리고성능모델오차에의한피드백루프가없는 (  피드)

백시스템의전달함수를  로정의하고 제어기,  에제어기 

를병렬로구성하였을때의전달함수를  라하면 각각의전달,
함수는 다음의 관계로 정리된다.

  


≡

    

 (4)

제어기  를제어기  로대치하였을때 전달함수관계,   

는 식 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4) .

 


≡

    

 (5)

  


≡

 (6)

 




    (7)

따라서 전체시스템, 
  

 은위의식들을정리하여다음의
식을 얻는다.


 

     
     (8)


   (9)
식 로부터 제안한제어기의외란소거성능은기존시스템(9) ,

의제어기  에제어기  를병렬구조로구현한제어기의효과를
발휘함을알수있다 또한 시스템의동특성은시스템전달함수. ,
의분모다항식으로부터다음의두개의특성방정식을만족한다.
  (10)
   (11)
여기서 식 의 특성방정식은 피드백시스템의 요구하는, (10)

성능을나타내는기준모델 (  로부터미리정해지고 식 는) , (11)
외란억제성능을위해검토하게되는시험시스템    를나
타낸다 제어기설계검토사항으로외란에대한빠른소거응답성.
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인경우전체시스템의시간응답성능은,
우세근을 갖는 식 의 특성다항식에 의해 정해진다(10) .

제어기튜닝3.
플랜트에대한선형의공칭모델을통해 요구성능을만족하,

시키는시스템동특성 와제어기  를구한다 부하조건및외.
란환경에대한지식등을통해제어기  를정의하고 안정성평,
가를통해제어기  가가능한범위인지를확인한다 제어시험을.
통해요구하는시스템동특성 를만족하는제어기  로선정하
고 외란소거 성능을 위해 제어기,  의 변수값을 재조정한다.
제어기튜닝의과정은 장의모의시험을통해그과정을예시한4
다.

모의실험4.
본논문에서는 축모션제어시스템에제안한제어기구조를2

적용한다 각각의축에대한동적특성이상이한다음과같은플랜.
트의 조건들과 시스템 구성에 대하여 모의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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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포화의 선형구간- : [ -5, 5 ]
입력불감대 구간- : [ -0.01, 0.01 ]

플랜트 입력부 외란모델
스텝외란 크기-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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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의 단일 삼각파 크기- 10 Hz : 0.005
백색잡음 파워- : ×

여기서 사용된플랜트모델은서보모터및속도서보를갖는,
일반적인이송제어장치에대해단순화한모델로서, 는속도루
프이득이고, 는속도지령에대한시간지연을나타내는시정수
이다.
시스템에 대한 설계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샘플링시간 : 2 msec

기준모델 :      

     

대응하는 제어기 :    
스텝외란소거성능에대한설계조건은외란입력으로 에0.2

대해출력의영향은 ×  이고 이내에소거되어야, 0.5 sec
한다 그리고삼각파입력및백색잡음에대한소거성능은. -20
이하로 설계한다dB .
전체시스템동특성이기준모델  와비슷할때 즉, 

 ≈  

이라하면 식 의 외란출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 .

 



≈  
 

  (12)

여기서,  는 요구하는 추적성능으로 미리 알려지며,
 에대한설계조건을만족하는 를구하는데식 를(12)
사용한다.
스텝외란에대한외란소거성능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제어

기에적분항이들어가야함을알수있으므로 모의시험에사용한,
모델에대해외란소거성능을만족하는제어기  의구조로비례
적분제어기를채택한다 따라서 제어기. ,  의일반적인형태는
다음과 같다.

  

   (13)

제어기  의 변수     의 선정은 시스템의 안정조건 식
과외란소거성능에대한식 를동시에만족하도록적절하(8) (12)

게설계한다 본연구에서는스텝외란에대해서는식 의기준. (12)
스텝입력에대한응답을확인하고 주기외란및잡음에대해서는,
식 에대한주파수응답결과를사용한다 본논문에서는위의(12) .
설계조건을동시에만족하는설계변수    을=[ 20.2, 20 ]
시스템에 적용한다.
제어시스템의성능확인을위하여기준입력으로직선궤적을

사용하고 궤적추적중상기의외란이작용하는환경에대하여,
제어기의유효성을비교한다 일반적인모션제어시스템의각축.
에대한동적특성이물리적으로상이하므로 모의실험에적용하,
는 축제어시스템의플랜트모델은아래의모델에대해모의시2
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다.

축(X- )     

 ,           (14)

축(Y- )     

 ,           (15)

여기서 축의경우는플랜트의동특성의변화에대한시험으, Y
로플랜트의이득과플랜트의응답성이 축에비해많이떨어진X
모션제어시스템에대한성능을직선궤적에대해윤곽오차를검
토한다.
그리고 제안한 제어기의 성능을 비교하기위해 기존의, , (1)

비례제어기만을사용하는경우 비례제어기에비례적분제, (2)
어기를병렬로사용한경우 그리고 제안한기준모델피드백, (3)
제어를 수행한 결과를 윤곽오차관점에서 비교검토한다.
제어시험입력은 의첫번째그래프에서보는바와같이Fig. 2

직선궤적으로사용한경로는 동안 위치에도달하여6 sec 60mm
멈추는경로이며 경로추적중위에서언급한주기적인외란과,
스텝성분의외란이함께작용하도록하였다 여기서사용된외란.
의 크기는플랜트입력부외란모델을따르며 의두번째Fig. 2
그래프와같다 그리고직교축으로구성된 모션제어시스템. X-Y
에동일한입력을인가하여 과같은직선경로에대한궤적Fig. 3
을얻었다 는각각의제어기에따라 제어성능으로윤곽오. Fig. 4 ,
차결과를보인것이다 에서보는바와같이 제안한기준모. Fig. 4 ,
델피드백제어기의경우가직선경로에서윤곽성능이높음을알
수있다 이는기준모델피드백제어기구조가두축의동적특성을.
기준모델로일치시키면서 외부외란에대하여서도과도한진동,
특성이 적은 여유로운 윤곽성능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결론5.
본논문에서는기존시스템성능을재설계하기위한방법으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기준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피드백하는
제어기구조를제안하였다 제안한제어기구조는기존제어시스.
템의피드백루프와기준모델피드백루프를포함한다 본연구에.
서제안한기준모델피드백제어를두축의동특성이현저히다른
일반적인모션제어시스템에적용하여윤곽성능을비교평가하
였다 제안한제어기를사용하여직선경로에대하여두축이기준.
모델에일치함으로조화로운운동이가능함을확인하였으며 외,

부외란에대해과도한진동특성이적으면서바람직한윤곽성능
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 Reference Inputs and Disturbance for Test

Fig. 3 Straight Line Trajectory Response
for X-Y Motion System

Fig. 4 Contour Error Results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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