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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obot operation, a motor with multi-degree of freedom motion control and an encoder for motor control are needed.
To perform precise motion, location, and velocity control, the operation of motor and encoder with superior performance
is important. In this paper, we studie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can evaluate the performance of motor and
encoder. The performance of motor and encoder can be evaluated in terms of disconnection check, signal variation count,
and U, V, W signal check. Disconnection check verifies signal connection between a motor and an encoder, signal variation
check verifies A, B signal by counting the number of signal A, B when a motor revolves, and U, V, W signal check
verifies operating direction of a motor. The result is shown at graphic LCD integrated in system, and can be checked in
PC with PC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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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봇 산업은 인간의 지령에 의해서 수동적, 반복적

단순작업을 수행하던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 지능형

로봇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2족 보행 로봇 아시모와

휴보, 애완견 로봇 아이보 등과 같이 인간 친화적인 로

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로봇

을 위해서는 다자유도 모션이 가능한 모터와 모터의

위치제어를 위한 엔코더의 개발이 필요하다[1]. 엔코더

는 일반적으로 전동기 1회전당 수천에서 수만 펄스가

발생되는 A, B의 두 신호가 출력되며, 이 두 신호는

90o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 이 엔코더의 펄스 수를

카운팅하여 전동기 또는 위치를 계산하고, 또한 이 두

신호의 위상차로 전동기의 회전 방향 즉 정회전 또는

역회전을 판단한다[2,3].

이 엔코더 출력신호 A, B는 수 십 KHz에서 수 백

KHz의 고조파 디지털 신호이므로 90o 위상차를 가지

는 두 신호 사이의 간섭과 함께 전동기 구동용 반도체

전력회로의 스위칭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파에 많은 영

향을 받으며, 이 엔코더 출력신호는 디지털 신호이므로

노이즈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엔코더 출력 펄

스를 카운팅하여 계산되는 속도 및 위치 값에 오차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모터와 엔코더의

성능을 평가하는 연구는 사용자, 개발자, 품질검사에서

모터와 엔코더를 사용 및 검사함에 있어서 엔코더, 케

이블, 드라이버의 불량 판단, 엔코더 신호의 이상 유무

확인 그리고 엔코더 및 케이블의 단선, 단락을 확인하

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터와 엔코더의 성능을 평가 할 수†E-mail : msjang@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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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이 시스템은 모터와 엔코더

의 A, A, B, B, Z, Z, U, U, V, V, W, W, 신호를 이용하

여 CPLD를 이용하여 위의 신호를 검증하고, 150MIPS

의 성능을 가지는 고성능 DPS를 이용하여 엔코더의

케이블의 단선 체크, Incremental 신호(A, A, B, B, Z,

Z) 카운트, Incremental Duty 측정, Commutation 신호

(U, U, V, V, W, W) 카운트 등의 기능을 가지도록하여

모터와 엔코더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모터,

엔코더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

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성능 평가 시스템

에 대해서 나타내었고,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모터, 엔코더 성능 평가 시스템

2.1. 관련 연구
엔코더를 이용한 회전 속도 검출은 고정주기 혹은 고

정변위에 기준하여 수행된다. 펄스 계수법 혹은 ‘M’법

으로 알려져 있는 고정주기법은 고정된 샘플링 주기 동

안에 입력된 엔코더의 펄스 개수를 검출하여 회전속도

를 산출한다. 반면에 펄스 주기 검출 혹은 ‘T’법으로 알

려진 고정 변위법은 엔코더 펄스의 주기를 검출하여 회

전속도를 산출한다. 고정주기법과 고정 변위법은 각각

저속과 고속 영역에서 정밀도가 감소하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이렇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Ohmae는 ‘M/T’

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M’법과 ‘T’법을 조합하여 넓

은 범위에 걸친 속도를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지만, 속

도 검출 주기가 가변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4].

엔코더를 이용한 효율적인 속도 검출 알고리즘 역시

많은 연구자들이 수행하였다. Belanger는 속도와 가속

도 검출 성능 개선에 Kalman 필터를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5], Dunworth는 엔코더 펄스의 주파수를

검출하기 위해 추가 하드웨어를 사용하였지만 속도 검

출 주기가 길어져 정밀 제어에 필수적인 짧은 샘플링

주기에 부적합하다[6]. Saito는 속도 분포를 다항식으

로 근사화하여 순간 속도를 추정하였지만 장기간 엔코

더 펄스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추정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고[7], Hor와 Lee는 엔코더 펄스가 입력되

지 않는 구간에도 주기적으로 외란을 추정함으로써 순

간 속도를 양호하게 추정한 연구를 수행하였다[8,9].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프로세서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았고, 복잡한 연산등을 사용해 실제 적용하기에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2.2. 성능 평가 시스템 구성
Fig. 1은 본 논문에서 구성한 성능 평가 시스템의 구

성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모터, 엔코더 신호와 드라이

브 사이의 사이의 A, A, B, B, Z, Z, U, U, V, V, W, W
신호를 CPLD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바이패스시켜,

DSP를 사용한 성능 평가 시스템(Encoder Tester)에 인

터페이스하여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성능 평가 항목은 모터, 엔코더 신호 연결을 확인 할

수 있는 단선체크, 증감형(Incremental) A, B 신호를

계수하여 모터가 1회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A, B 신호

의 클럭을 계수하고 A, B 신호가 90o의 위상차를 유지

하는지를 확인하는 증감형 A, B 신호 카운트, U, V,

W 신호의 순서를 확인하고 동작 방향을 결정하고 출

력하는 U, V, W 신호 출력 및 확인 등이다.

2.2. 엔코더 출력신호 필터 설계
성능 평가 시스템의 성능 판단은 입력되는 엔코더

출력 신호 A, B 신호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한다. 디지

털 신호로 입력되는 A, B 신호는 노이즈에 취약하기

때문에 엔코더 출력 신호에 대한 필터는 반드시 필요

하다[10,11]. 필터의 설계는 Fig. 2에서와 같이 입력되

는 A, B 신호가 90o의 위상차를 가지고 두 신호를

XOR와 XOR NOT 연산을 하게 되면 A, B 신호의

High 또는 Low 구간에서 하나의 클럭 신호를 나타내

게 된다.

Fig. 1. Block Diagram Measurement System.

Fig. 2. Filtering encoder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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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출력 A, B 신호를 상대 신호 상태에

따라 XOR, XOR NOT 연산의 결과를 적용하여 출력

하도록 하였다. A, B 신호의 출력 조건은 다음과 같다.

•출력신호 A

1) 입력 신호 B의 상태가 H일 때 A, B 신호의 XOR

NOT의 결과를 출력(Fig. 2의 ① 상태)

2) 입력 신호 B의 상태가 L일 때 A, B 신호의 XOR

의 결과를 출력(Fig. 2의 ② 상태)

•출력신호 B

1) 입력 신호 A의 상태가 H일 때 A, B 신호의 XOR

NOT의 결과를 출력(Fig. 2의 ③ 상태)

2) 입력 신호 A의 상태가 L일 때 A, B 신호의 XOR

의 결과를 출력(Fig. 2의 ④ 상태)

2.3. 단선 체크
일체형 드라이버의 단선 체크는 모터가 구동되지 않

았을 때를 확인하기 위해 입력 신호를 풀업(pull-up)과

풀다운(pull-down)으로 연결하여 DSP의 아날로그 디

지털 변환기(Analog Digital Convert, 이하 ADC)의 출

력 값을 읽어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블이 연결되었을

경우 ADC의 출력 값이 풀업에 의해 최대값으로 출력

이 되고,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ADC의 중간 값

또는 그 이하의 값으로 출력이 될 것이다. 이것은 Fig.

3과 같이 구성될 수 있으며, Fig. 3은 A신호만을 나타

낸 것이고, 나머지 A, A, B, B, Z, Z, U, U, V, V, W, W
신호 역시 동일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모

터가 구동 될 때에는 이들 신호가 High와 Low로 반복

되는 신호를 가지는 것으로 단선 체크를 할 수 있다.

2.4. 증감형 A, B 신호 계수
증감형 A, B 신호 계수는 모터가 1회전하면서 발생

하는 A, B신호 펄스의 수를 계수하여 엔코더에서 계수

한 A, B 신호가 정확한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A, B

신호의 위상 차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90o의 위상 차

이를 유지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증감형 A,

B 신호를 계수하기 위해서는 Fig. 4와 같은 DSP의 타

이머 입력 캡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것은 모터 사양에서 회전수(rmp)수와 펄스 수(pulse)

와 DSP의 1클럭 시간를 이용하여 A, B의 펄스 수를

계산 할 수 있으며, 각 구간(①, ②, ③, ④)의 시간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1초당 모터의 회전수 = rpm/60

•모터의 1회전 시간(second) = 60/rpm
• A, B clock num = pulse/4

• A, B 1 clock time = 1/A,B clock num

•각 구간의 클럭수 = A,B 1clock time × 4

•각 구간의 시간 = 1/각구간의 클럭수

•마이크로프로세서의1클럭시간 = 1/마이크로프로세

서의 성능

•각 구간에 필요한 클럭 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럭 시간 ×각 구간의 시간

예를 들면 1MIPS의 성능을 가지는 마이크로프로세

서에서 1분에 600회전에 2000 pulse를 발생하는 모터

가 있다고 가정하면 1초당 모터의 회전은 10회가 되고,

모터의 1회전 시간은 즉, Z상 1클럭의 시간은 0.1초가

되며 A, B상의 클럭수는 500이 되고, A, B상의 1클럭

시간은 ms이다. 그리고, 각 구간의 시간은 0.5 ms이 되

고,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클럭 시간은 1 µs이고 각 구

간에서 계산될 수 있는 클럭 수는 500클럭이다.

2.5. U, V, W신호 출력
자극 검출 신호인 U, V, W 신호는 Fig. 5에서와 같

Fig. 3. Checking disconnection of the encoder cable. Fig. 4. Incremental A, B signa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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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터의 극수에 맞춰 각 전기각으로 120o 어긋난 위

상차를 갖고 있고, 모터 동작 방향을 결정한다. 이것의

출력은 실시간으로 펄스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U, V, W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U, V, W 신호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범용 I/O 핀에 연결하고, 내부 타

이머를 이용하여 I/O의 변화를 최대 1m동안 측정하여

변화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모터의 정방향 인식은

U, V, W 신호가 120o 위상차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인

지되었을 때이다.

3. 성능 평가 시스템의 구현 및 실험 결과

3.1. 성능 평가 시스템의 구현
Fig. 6(a)는 본 논문에서 구성한 성능 평가 시스템의

하드웨어 블록도이고, Fig. 6(b)는 실제 구현한 보드를

나타낸다. 성능평가 시스템은 모터, 엔코더 신호(A, A,

B, B, Z, Z, U, U, V, V, W, W)를 CPLD(Complex Pro-

grammable Logic Device)로 입력한다. CPLD는 모터

제어 장치와 성능 평가 시스템의 주제어기로 바이패스

시켜, 모터 제어 장치에서 모터를 구동하고, 2.2절의

엔코더 출력신호 필터를 프로그래밍하여 성능 평가

시스템의 주제어기에서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성능 평가 시스템의 주제어기는 150MIPS의 성능을

가지는 TI사의 TMS320F2811을 사용하였고, CPLD는

ALTERA사의 EPM7128STC100을 사용하였다. 레벨

컨버터는 5V의 모터, 엔코더 신호를 주제어기에서 동

작하는 3. 3V 레벨로 변환한다. A, B, Z 신호는 주제

어기의 타이머의 입력 캡쳐 신호(CAP1, CAP2, CAP3)

로 입력받아 증감형 A, B 신호 계수 기능을 위해 A,

B, Z상의 클럭 신호를 카운트하고, 펄스의 듀티비를 측

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신호는 범용 I/O(General

Purpose I/O) 핀에 연결하여 모터 회전시 단천 체크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능 평가의 푸쉬 버튼을

사용하여 동작을 선택하고, 그래픽 LCD(320 × 240)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 Atmel 사의 ATmega128을 사용

하여 입/출력 동작을 제어하고, 주제어기와 RS-232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제어기에서 실시간 처리되는 데이터는 PC 및 주

제어기에서의 부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100 ms마다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였고, 주제어기에서 PC로 전송

되는 데이터 패킷은 37바이트로 구성이 되며 Table 1

과 같다.

Table 1에서 시작 시호와 끝 신호는 데이터 패킷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며 ASCII 코드의 STX, ETX 신호

를 나타낸다. 길이는 전체 데이터 패킷의 길이를 나타

내고, 거리 측정 엔코더 펄스 카운터는 Fig. 4에서 ①,

②, ③, ④의 각 구간에서 측정된 클럭의 수를 나타내

고, 속도 측정 엔코더 펄스 카운터는 거리 측정 엔코더

펄스 카운터를 msec 시간으로 나눈 결과 값을 나타낸

Fig. 5. U, V, W Signal.

Fig. 6.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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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터 속도 측정은 모터가 1분동안 회전한 수(RPM)

를 나타내며, 듀티비는 모터의 듀티비를 나타내고, A,

B상의 클럭 속도는 ①, ②, ③, ④의 각 구간의 속도를

µs 단위로 나타내고, 에러 내용은 UVW상의 실시간 입

력 에러 측정의 결과를 문자열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3.2. 성능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평가 시스템에서의 단선 체크는 Fig. 7과 같이

신호선이 끈어졌을 때, 빨간색으로 표현하여 단선이 되

었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증감형 A,B 신호 확인은

Fig. 8과 같이 A, B 신호를 카운트하여 모터의 RPM,

속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타이머 입력 캡처2 기능을 사

용하여 클럭의 펄스 폭을 계산하여 신호의 Duty를 측

정 한다. Duty의 측정 오차는 0.01%까지 측정이 가능

하다. U, V, W 신호 출력은 Fig. 9에서와 같이 U, V,

W 신호의 동작 파형과 1, 2, 3, 4, 5, 6을 차례로 출력

하도록 하였다. 역방향 인식은 U, V, W 신호가 그 역

순으로 인지되었을 때이고, 6, 5, 4, 3, 2, 1을 차례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U, V, W 핀의 접속이 정확히 이루

어지지 않았을 경우 출력을 나타내지 않으며 성능 평

가 보드에 ERROR를 나타내는 LED가 ON 되도록 하

였다.

성능 평가의 결과를 나타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Fig. 7, 8, 9에서와 같이 PC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며, NI사의 LabView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리고

성능 평가 시스템에서의 결과는 Fig. 10에서와 같이 그

래픽 LCD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사용된 일체형 드라이버는

(주)LS 메카피온[12]에서 제작된 모터와 엔코더가 일체

Table 1. Data output packet from the performance evalua-
tion system to PC

패킷명
크기

(Byte) 단위

시작신호 1 -

길이 1 -

거리측정엔코더 펄스카운터 4 Count

속도측정엔코더 펄스카운터 2 Count/msec

모터속도측정 2 RPM

센서에러측정 2 -

듀티비 측정 2 %

A,B 상의 클럭 속도 2 us

에러 내용 20 -

끝 신호 1 -

Fig. 7. Implementation of checking disconnection.

Fig. 8. Implementation of Incremental A, B signal count.

Fig. 9. Implementation of U,V,W Signal.

Fig. 10. Monitoring from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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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드라이버를 사용하였으며, 모터의 1회전시

A, B 상에 8000회의 카운트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

된 드라이버이다. 실험 결과 단선 체크는 A, A, B, B,

Z, Z, U, U, V, V, W, W 신호중 임의로 하나를 분리하

여 단선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Incremental A, B

신호 카운트는 실험에 사용된 일체형 드라이버의 카

운트 수를 확인하여 8000회의 카운트가 동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U, V, W 신호 출력은 U, V,

W의 신호 파형을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된 파형과 실

제 출력되는 파형을 비교해서 동일한 파형이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사용자, 개발자, QC에서 모터와 엔코더를

사용 및 검사함에 있어서 엔코더, 케이블, 드라이버의

불량을 판단하고, 엔코더 신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

고, 엔코더 및 케이블의 단선, 단락을 확인하기 위해

모터와 엔코더가 일체형으로 동작하는 드라이버의 성

능을 측정하는 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현한 논문이다.

일체형 드라이버의 성능 측정은 단선 체크, Incremen-

tal 신호 카운트, U, V, W 신호 확인을 통해서 성능을

평가 할 수 있었다. 본 시스템 구현은 일체형 제어기를

사용해서 모터를 구동하고, 이에 대한 성능 측정을 하

기 위해 CPLD를 이용하여 일체형 드라이버의 신호를

일체형 드라이버 제어기와 성능 평가 시스템으로 분리

하였고, 성능 평가 시스템의 주제어기로 DSP를 사용

하여 동작 속도에 대해 만족하도록 하였으며, DSP의

I/O 포트와 타이머의 입력 캡쳐 모드를 이용하여 신호

를 측정하였다. 성능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체형

드라이버의 성능의 결과는 성능 평가 시스템에 내장된

그래픽 LCD에 최종 결과만 출력하였고, 실시간 측정

결과는 시리얼 포트를 통해 PC로 전송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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