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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dea of implementation of many semiconductor equipments. The idea is a new design
methodology of the Networked Control Systems (NCSs) using CAN (Controller Area Network) will be discussed.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s (DCSs) is very useful to control multiple systems that have a distance to communicate. The
CAN protocol is very strong to noise, also provides the user with many powerful functionality. Only one communication
line (BUS) is used, so that a control and a maintenance of those systems are very easy.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speed control of multiple DC motors using CAN Protocol. Experimental systems are made to validate effectiveness
of the system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 that the NCSs using CAN has excellency in real time control.

Key Words : Networked Control Systems (NCSs), Distributed Control Systems (DCSs), CAN (Controller Area Network),
Multiple Plant Control 

1. 서 론

반도체 생산 산업은 고도화된 자동화 기기의 집합

체임과 동시에 생산 공정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다양

한 형태의 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장비

간의 통신은 물론 장비 내부의 각종 기기들도 다양한

형태의 분산 제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

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1-3].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

national)에서는 반도체 생산 공정상에서 이종 기기 또

는 관리 시스템과의 일관된 통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SECS(SEMI Equipment Commnication Standard) 프로

토콜을 제안하고 이를 반도체 산업의 표준화된 통신

규약으로 삼고 있다. SECS는 크게 SECS-I, SECS-II,

HSMS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SECS-II가 실제 통신

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약이고, SECS-I과 HSMS는

SECS-II의 데이터를 각각 RS-232와 Ethernet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규약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분산 제어

시스템을 반도체 장비 간 또는 장비 내부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RS-232는 1:1 통신 접속 구조를 가지므로

소규모 시스템의 구현에는 적절하지만 대규모 시스템

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고, Ethernet의 경우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 규약이므로 분산 제어 시스템

의 구현시 필요한 신호의 안정성 측면(잡음 내력 및

오류 정정 등)에서는 다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3-9].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형태를 CAN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보이고자 한다. 즉,

서로 다른 플랜트가 각각의 제어기에 의해 CAN 네트

워크 상에서 동시에 제어될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제

어 시스템의 형태를 구현해 보고자 한다. 실험을 위한

제어 대상 플랜트로 서로 다른 동적 모델링을 갖는 두

개의 직류 전동기를 사용하며, 이 각각을 서로 다른

두 제어 기법의 제어기로 제어하되, CAN 네트워크

상에서 단일 통신 선로를 이용하여 동시에 제어하고

자 한다. 실험을 위하여 직류 전동기 구동, 속도 센싱,†E-mail : goonho@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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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어기의 기능을 갖는 각각의 CAN 통신 모듈을

제작하고, 이를 통하여 분산형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다른 직류 전동기의 속도 추종의 가능여부를 알아보

는 실험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실험 결과와 분석 내

용을 통하여 제시된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시스템 구

조의 적용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2. 관련 이론

중앙 집중형 제어시스템(Centralized Control Systems,

CCSs)은 하나의 주 제어기가 모든 플랜트를 제어, 관

리하는 구조를 가진 형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플랜트에 대한 제어 출력의 연산, 제어 지령 전달, 센

서 입력 등 모든 기능의 수행을 하나의 제어기에서 처

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어 구조는 주 제어

기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하가 증가할 경우 전체 시스

템의 제어 성능이 악화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

의 부 시스템이나 구성 장치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전 시스템의 동작이 중단되거

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운용성과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분산형 제어 시스템(Distributed Control

Systems, DCSs)은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제어시스템이

가지는 제어 구조와 다른 개념으로 고안된 것으로, 플

랜트 내의 각각의 기능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처리하

도록 함으로써 주 제어기의 부하를 각 부 시스템(Sub-

System)으로 분산하여 중앙 집중형 구조보다 제어 성

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부 시스템의 일부 기능

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전체 시스템의 신

뢰도를 높일 수 있다[4-6].

네트워크와 제어를 연계한 분산형 제어 시스템은

기존의 제어 시스템 구조를 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구축한 또 다른 응용 예이다.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와 같은 형태의 연구

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제어 시

스템의 한 분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5, 6].

분산형 제어 시스템은 Fig. 1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

의 분산 제어 시스템과 Fig. 2와 같은 네트워크형 분

산 제어 시스템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Fig. 1의 일반

적인 분산 제어 시스템의 경우, 각 플랜트가 독자적으

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모니터링부가 각 플랜트

의 목표 지령치를 전달하거나 현재 상태 확인 등의 작

업을 수행한다.

Fig. 2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분산 제어 시스템

은 각 플랜트의 제어기, 센서, 구동기 등을 다시 네트

워크 상의 부 시스템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으로 다

른 분산 제어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어기의 피

드백 루프 역시 단일 공통 통신 선로(BUS)를 사용한

다는 것이다. 즉, Fig. 1과 같이 센서나 구동 신호가

제어기 및 플랜트와 직접 연결되는 것과 달리, Fig. 2

에서는 공유 통신 선로(BUS)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성의 장점은 시스템의 설치 비용, 유지 및 보

수 등에 대한 편리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각 신호가

동일 통신 선로를 이용함으로써 각 신호의 전송부와

수신부가 명확해야 하며 또한 신호의 충돌로 인한 데

이터의 손실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7-9].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CAN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CAN 프

로토콜은 1980년대 초 독일의 BOSCH사에서 개발한

차량용 제어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차량 내에서라는

환경적인 특성상, 잡음 내력 등, 신호의 안정성과 신

뢰도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비교적 근거리에서

Fig. 1. Typical distributed control systems. (C: Controller,
F: Feedback, P: Plant)

Fig. 2. Networked control systems. (C: Controller, A:
Actuator, F: Feedback, P: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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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신호의 송수신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한 통신 방

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FiledBus의 한 형태인

DeviceNet의 기본 프로토콜로 확장되어 현재 가장 주

목받는 제어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하나가 되었다
[10, 11].

CAN 통신을 이용한 다중 플랜트의 제어에 관한 이

전 연구의 한 형태를 [12]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는 제어 대상과 제어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있고 단지 Fig. 1과 같은 형태에서 “Monitoring

Device”와의 통신을 CAN으로 수행하도록 한 일반적

인 분산형 제어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3. 플랜트 모델링 및 제어기 구성

3.1. 직류 전동기 모델링

실험에 사용된 직류 전동기는 Tamagawa사의

TS3881N1E187 모델이며 여기에는 속도 센서로 7V/

1000rpm의 출력을 갖는 타코 제네레이터를 장착하고

있다. 전동기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파라메터를 이용

하여 수학적인 모델링을 구한다. 이 경우 두 직류 전

동기가 같기 때문에 플랜트의 차별성을 주기 위하여

하나의 전동기에는 지름 150 mm, 두께 5 mm의 알루

미늄 원판 부하를 연결한 형태의 모델링을 구한다. 이

에 따른 각각의 전동기 플랜트의 동적 방정식은 다음

의 식 (1)~(3)과 같다. 

[플랜트A(원판 부하 있음)] 

 (1)

[플랜트B(원판 부하 없음)] 

 (2)

(3)

단, , : 전기자 전류[A], :

전동기 회전 각속도[rad/sec]. 

Fig. 3은 두 플랜트의 스텝 응답을 MATLAB을 이

용하여 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플랜트A가 원판

부하의 영향으로 인하여 플랜트B 보다 같은 입력에

대하여 응답이 늦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4), 식 (5)는 플랜트 A의 이산화 모델이다. 이산

화 과정에서 필요한 샘플링 시간은 CAN 네트워크의

통신 속도의 오류를 감안한 최대값을 고려하여 100

msec로 설정하여 구하였다. 단, 플랜트 B의 경우 구체

적인 이산화 모델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

는 기술하지 않는다. 

 (4)

 (5)

3.2. 제어기 구성

플랜트A와 플랜트B의 각각의 부 시스템 제어기는

지정된 속도 지령에 따라 속도 추종 제어를 수행하며,

각각 LQ 제어 기법과 PI 제어 기법을 적용한 형태로

구현한다. 본 논문은 제어기의 성능 개선이 목적이 아

니므로 가중치 및 관련 계수값은 플랜트를 안정화시

키는 값으로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값을 선택하였다.

3.2.1 LQ 제어기

플랜트B는 가장 잘 알려진 최적 제어 기법의 한 형

태인 LQ(Linear Quadratic) 서보 제어기를 설계한다.

Fig. 4는 LQR 제어기를 CAN 노드 상에서 구현하였

을 때의 블록선도이다. 

LQ 기법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는 식 (4), (5)의 플

랜트A에 대하여 식 (6)의 평가함수를 최소화하는 최

적 제어 입력 u(k) = −Kx(k)를 구하는 문제이다[9]. 

(6)

또한 LQ 제어 기법은 반드시 모든 상태값을 알아야

x· t( ) = 63.57– 228.65

58.90– 666.67–
x t( ) + 0

333.33
u t( )

x· t( ) = 135.74– 488.21

58.90– 666.67–
x t( ) + 0

333.33
u t( )

y t( ) = 1 0[ ] x t( )

x t( ) = ω t( ) ia t( )[ ]T ia t( ) ω t( )

x k 1+( ) = 1.771 10 4–× 6.985 10 5–×

1.799– 10 5–× 7.094– 10 6–×
x k( )

+ 1.364

0.3794
u k( )

y t( ) = 1 0[ ] x k( )

E =  
k 0=

∞

∑ xT k( )Qx k( ) + uT k( )Ru k( )[ ]

Fig. 3. Step responses of two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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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이를 위해 역시 ARE 방정식을 이용한 LQ 관

측기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관측기를 구한다[13]. 제

어기와 관측기는 MATLAB 함수를 이용하여 구하며

[13, 14], 각각 가중치 Q, R, Qo, Ro가 다음과 같을 때

식 (7),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8)

3.2.2 PI 제어기

플랜트B는 PI 제어기로 구성한다. PID 제어 기법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제어 기법이므로 본 논문에서

는 구체적인 이론은 전개하지 않으며, 미분항의 계수

를 0으로 한 PI 제어기 형태만을 이용한다. 실험적으

로 구한 PI 제어기 계수값은 다음과 같다. 

(9)

4. 실험 및 결과

4.1. CAN 네트워크 구성

CAN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은 AVR

90CAN1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서브 제어

기와 CAN 제어기를 일체형으로 구현하였다. AVR

90CAN128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기존의 AVR 컨트롤

러에 CAN 기능을 탑재한 형태로 하나의 소자로

CAN네트워크 제어 노드 및 필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실험 장치에 사용한 보드는

DVK90CAN1 개발 보드를 응용한 것으로, 보드에 필

요한 단자와 회로를 구성하고 각각의 노드에 필요한

내부 펌웨어를 수정하여 탑재하였다[15-17]. 두 개의

시스템을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시스템으로 구축하였

고, 각 시스템은 부 시스템으로 제어기 노드, 액추에

이터 노드, 센서 노드 등 총 6개의 노드로 구성하였다.

액추에이터 노드는 제어기로 부터의 지령에 따라

PWM 파형을 발생하고 이 파형을 PWM 구동형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 전동기를 구동한다. 센서 노드는 직

류 전동기에 직결로 연결된 타코 제네레이터에서 나

오는 아나로그 출력(속도값)을 A/D 변환하여 제어노

드로 전달하는 피드백 장치의 역할을 한다. 타코 제네

레이터의 출력이 7V/1000 rpm이므로 A/D 입력값의

범위에 맞게 낮추어 주는 저항 분주 회로와 간단한 필

터를 추가하였다(Fig. 5, Fig. 6 참조). 

Q = 10 0

0 1
, R = 0.1, Qo = 1 0

0 1
, Ro = 0.04

K = 1.278 10 2–×   0.5038 10 1–×[ ]

x k( ) = 0.0681 10 4–× 0.0269 10 4–×

1.799– 10 4–× 0.0709– 10 4–×
x k 1–( )) )

+ 0.0525

0.3794
u k 1–( ) + 0.9615

0
y k( )

KP = 0.9,   KI = 0.001

Fig. 4. The block diagram of the LQR controller with CAN
node.

Fig. 5. The Experimental Systems.

Fig. 6. The distributied control system using CA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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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실험은 모든 부 시스템을 하나의 CAN 네트워크 상

에 연결한 후, 각각 플랜트A와 B를 동시에 CAN 네

트워크 상에서 제어할 때 지령 속도로 제어를 수행하

는 지를 살펴보았다. Fig. 7은 실험의 결과 파형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플랜트가CAN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동시에 제어될 때 나타난 각각의 직류 전동기의 속

도 변화를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플랜트의 지령

속도가 변화하더라도 다른 플랜트는 영향을 받지 않

고 지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AN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직류 전동기 플랜트를 구축하고, 이를

CAN 네트워크 상에서 속도 제어를 시도해 보았다. 이

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시스템의 제어기는 최적화 되

어 있지 않고, 네트워크 상의 통신 속도와 오류 처리

에 대한 여유를 많이 주기 위하여 제어 샘플링 시간을

100 msec로 주었기 때문에 결과를 볼 때 제어기 성능

은 아주 우수하지는 않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이용한

분산형 제어 시스템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데는 큰 문

제가 없었다. 실제 CAN 프로토콜의 통신 속도는 이

보다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추후 최적화된 통신 패

킷과 형태를 구성하면 현재 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의

샘플링 시간을 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어기의 성

능도 훨씬 나아지리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형태를 이용한 분산 제어 시스

템 설계 기술은 향후 반도체 공정이나 FPD 공정과 같

은 대규모 시스템의 분산 제어 및 원격 제어, 홈 오토

메이션, 공장 자동화 등의 응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한

다. 또한 현재 이와 같은 분산 제어 시스템이 갖는 문

제점 중의 하나인 각 부 시스템의 제어 안정도 문제,

시간 지연 및 네트워크 오류 등에 대한 처리 방법 등

의 문제를 보완한다면 다른 산업 전반의 더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및 응용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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