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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토크 피드백과 웹의 장력 측정을 이용한 와인더 반경 추정
Estimation of Radius of Winder Roll using Torque Feedback of Motor and 

Tension Measurement of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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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쇄전자소자(printed electronics) 기술은  

RFID Tag, 스마트 센서, 플라스틱 태양전지 등의 

저가 생산이 가능하고, 대면적이며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인 소자기술로써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인쇄전자 소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 기술로 널리 연구되고 있는 

기술은 고속의 연속공정이 가능한 롤투롤

(Roll-to-roll) 생산 시스템이다.1 

연속 공정 시스템에서 피인쇄체 웹(Web)을 연속

적으로 배출하거나 귄취할 경우 시간에 따라 웹을 

포함한 각 와인더의 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와인더 측 웹 구간의 장력은 와인더의 

속도 변동을 통하여 제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와인더의 반경을 포함하는 와인더의 동역학적 모

형화가 필요하다.2,3 기존에는 이러한 와인더의 

외경을 초기 측정값과 웹의 두께, 이송 속도 등을 

통해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와인더의 

반경값 오차가 누적되어 제어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와인더에서 웹을 배출하

거나 또는 웹을 귄취할 경우 발생하는 와인더의 

반경 변화에 따른 모터의 토크피드백(Torque 

Feedback of motor)과 와인더 구간의 웹 장력 측정

값을 이용하여 와인더의 반경을 실시간으로 추정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와인더 반경 추정 이론

Fig. 1과 같이 와인더의 반경과 웹의 장력 크기

에 대해서 모터반력의 힘으로 토크가 발생한다.

와인더의 반경과 웹을 잡아당기는 장력에 대한 

 

Fig. 1 Relation between Tension, radius of 

winder roller and motor torque

모터 토크의 관계는 Eq.(1)로 나타낼 수 있다.

                               (1)

T는 모터의 토크, R은 와인더의 반경을 의미하고 

F는 웹의 장력, C는 모터의 마찰 토크를 의미한다. 

토크 피드백 τ에 대해서는 Eq.(2)~(3)으로 나타

낼 수 있다.

                        (2)  

                              (3)

Eq.(3)에서 τ는 모터 피드백 값, K와 C0는 상수

를 의미한다. Eq.(3)을 통해서 일정한 Web의 장력 

F에서 변화하는 와인더의 반경 R에 대해서  토크 

피드백 값 τ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K와 

C0를 구하고, 웹의 장력 F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

시켜주면서 와인더의 반경 R에 대해서 발생한 모터

의 토크 피드백 τ의 관계를 통해 K와 C0를 검증한

다.

3. 실험을 통한 반경 관계식 정립

일정한 웹의 장력 F(3kgf)에서 각각의 변화하는 

와인더의 반경 R에 대해 발생하는 모터의 토크τ

를 실험적으로 획득하여 Fig.2의 R-τ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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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The measured torque according to radius 

variation

프를 얻었다.

Fig.2에서 각각의 R에 대해 실험적으로 얻은 

τ에 대해서 1차 곡선맞춤(curve fitting)한 결과 

Eq.(4)의 관계식을 얻었다. 

                    (4)

여러 장력 3kgf, 6kgf, 9kgf에 대한 실험결과에 

대한 K와 C0에 대한 평균(average)과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는 Table.1의 결과와 같다.

4. 와인더 반경 추정

K와 C0의 평균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얻어낸 모터

의 토크 τ와 주어진 장력 F를 이용해 웹의 반경 

R을 Eq.(5)로 표현 가능하다.

               

  
             (5)

Eq.(5)에서 실험을 통해 얻어진 모터의 토크 

τ와 각각의 일정한 장력 F를 이용해 Web의 반경변

화 R을 Fig.4로 나타낼 수 있다.

Table 1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K and C0

K C0

average 0.0149 0.05673

standard deviation 1e-04 1.58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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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stimation of radius of winder roll 

using torque feedback of motor and tension 

measurement (■-Tenion 3kgf ●-Tension 6kgf 

▲-Tension 9kgf)

4. 결론

와인더 모터의 토크피드백과 웹의 장력를 이용

하여 와인더의 반경 추정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언와인더와 리와인더에

서의 정밀한 장력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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