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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velocity disturbance estimation system for the stable fine seek control using a genetic algorithm.

To estimate accurately the velocity disturbance in spite of the uncertainties of fine actuator, the system utilizes an objective

function to minimize the differences of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between the nominal velocity control loop and the

extremal velocity control loops. The objective function is considered by applying a genetic algorithm and the velocity

disturbance is estimated by the measurable velocity, the adjusted velocity controller, and the fine actuator model. The

proposed velocity disturbance estimation system is applied to the fine seek control system of a DVD recording device

and is evaluated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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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광 기록기기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수백 트랙 이내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미동 탐색

제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광 픽업이 조동

검색에 의해 먼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더라도 최종적으

로 목표 트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동 탐색 제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광 디스크에는 구조적으로 트

랙 편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회전하면 광 기

록기기에는 진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진동은 미동 탐색

제어 시스템에 속도 외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안

정적인 미동 탐색 제어를 위해서는 속도 외란을 효율

적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디스크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진동량이 크게 발생

하는 디스크의 경우 발생하는 속도 외란의 크기도 상

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고배속에서 증가된 속도 외란

으로 인해 미동 탐색 제어 동안 정밀하게 속도 제어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탐색 제어 후 미동 액추에이터

에 남아있는 잔존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목표

트랙에서 안정적으로 트랙 추종 제어를 수행할 수 없

게 되고 광 픽업은 목표 트랙에서 많이 벗어나서 안정

화되기 때문에 목표 트랙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미

동 탐색 제어를 수행하여야 한다[1-6]. 그래서 안정적

인 미동 탐색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속도 외란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미동 탐색 제어

루프를 설계하여야 한다. 추정된 속도 외란의 크기와

주파수 특성은 미동 액추에이터를 설계할 때의 설계

파라미터로도 사용될 수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안정적인 미동 탐색 제어를 위해 미

동 탐색 제어 시스템에 발생하는 속도 외란을 최대한†E-mail : mnlee@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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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추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미동 액추에이

터는 모델링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외란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모델링 불확실

성으로 인한 속도 제어 루프의 주파수 특성 변화를 최

소화하는 목적 함수를 도입한다.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 목적 함수를 최

소화하는 속도 제어기를 탐색하여 속도 외란 추정에

사용한다. 추정된 속도 외란과 최대 허용 속도 에러를

토대로 안정적인 미동 탐색 제어를 위한 최소 속도 루

프 게인을 구할 수 있다. 제안된 속도 외란 추정 시스

템은 광 기록기기의 미동 탐색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

였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광 기록기기의 미동 탐색 제어 시스템

광 기록기기는 광 픽업을 트랙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미동 액추에이터와 조동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2

단 구조의 트랙킹 액추에이터를 사용한다. 미동 액추에

이터는 트랙을 정밀하게 추종하기 위해 이동 범위는

작지만 대역폭이 크게 설계되고 조동 액추에이터는 대

역폭은 작지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대부분의 광 기록기기에서는 미동 액추에이터로 voice

coil 모터를 사용하고 조동 액추에이터로 스텝핑 모터

를 사용한다.

짧은 거리를 안정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미동 탐색

제어 시스템은 미동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

를 수행하고 미동 액추에이터의 이동으로 인한 광축

벗어남은 스텝핑 모터가 보정하는 제어 구조를 가지게

된다. 미동 액추에이터를 폐루프 속도 제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속도 제어를 통해 속도 외란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속도 외란의 영향에도 탐색 시간이 거

의 일정하게 된다. 미동 탐색 제어에서 조동 액추에이

터는 단순히 광축 벗어남을 보정하고 정밀한 속도 제

어는 미동 액추에이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동

탐색 제어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Pf(s)는 미동 액추에이터, Cf(s)는 속도 제어

기, Kv는 드라이버 게인을 나타내고 vr, vf, vm, vd 는 지

령 속도, 미동 액추에이터의 속도, 실제 속도, 속도 외

란을 나타낸다. 드라이버는 저주파 필터의 특성을 가지

는 전압-전류 증폭기이고 드라이버의 차단 주파수가

속도 제어 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DC 게인 Kv로 나

타낼 수 있다. 미동 액추에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

라미터들은 공칭값을 기준으로 어떤 범위의 편차를 가

지기 때문에 미동 액추에이터는 계수 파라미터에 불확

실성을 가진 2차의 선형시스템으로 모델링될 수 있다.

(1)

미동 액추에이터의 각 파라미터들은 보통 공칭값에

서 10% 범위에서 변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불확

실성의 크기가 공칭값의 10% 이내라고 가정한다. 

디스크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미동 탐색 제

어 시스템에서 속도 외란의 영향은 점점 증가하게 된

다. 미동 탐색 제어 후 안정적으로 트랙 추종 제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속도 제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발생되는 속도 외란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여

속도 제어기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3.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속도 외란

 추정 시스템

Fig. 1에서 속도 외란 vd, 미동 액추에이터의 속도 vf,

실제 속도 vm과의 관계로부터 속도 외란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2)

발생하는 속도 외란은 지령 속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령 속도를 0으로 설정하여 속도 제어기 입력

을 실제 속도로 나타내면 속도 외란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3)

액추에이터 불확실성이 (3)에 포함되어 있어 속도

외란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미동 액추에이터 공칭 모델 Pfn(jω)을 사용하여

속도 외란을 추정한다. 공칭 액추에이터 모델을 사용하

면 액추에이터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만큼 속도 외란

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유

Pf s( )
kf

 –
 kf

+,[ ]s

s
2 αf

 –
 αf

+,[ ]s βf

 –
 βf

+,[ ]+ +
------------------------------------------------------- m/s( )/A[ ]=

Vd jω( ) Vm jω( ) KvPf jω( )Uf jω( )–=

Vd jω( ) 1 KvPf jω( )Cf jω( )+( )Vm jω( )=

Fig. 1. Block diagram of the simplified fine seek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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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액추에이터 불확실성에 대

해 속도 제어 루프의 주파수 특성의 변화를 최소로 하

는 속도 제어기 (s)를 탐색하여 다음과 같이 속도 외

란 추정에 사용한다. 

(4)

(3)과 (4)에 포함되는 Pf(jω)Cf(jω)와 Pfn(jω) f(jω)의

주파수 특성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3)과 (4)의 차

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속도 외란은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다. 

액추에이터 불확실성의 영향을 속도 외란 추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미동 액추에이터의 극한 함수들 (extre-

mal systems)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플랜트의 분자

다항식 N(s)와 분모 다항식 D(s)는 계수 파라미터 불확

실성을 반영하여 4개의 vertex 다항식을 가진다. 그러

나 미동 액추에이터 (1)의 N(s)는 파라미터가 1개이므

로 2개의 vertex 다항식만을 가지게 된다. 

(5)

주파수 영역의 특성에 따라 액추에이터 불확실성을

고려한 미동 탐색 속도 제어 루프의 복소 평면의 경계

는 각 vertex 다항식에 의해 정의되는 극한 속도 제어

루프 함수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9].

(6)

여기서 λ = [0,1], (j, k) {(1,2), (1,3), (2,3), (3,4)},

l {1,2,3,4}이다. 일반적으로 플랜트의 극한 함수는 32

개이지만 미동 액추에이터 N(s)가 2개의 vertex 다항식

만을 가지므로 12개의 극한 속도 제어 루프 함수를 가

지게 된다. 그리고 공칭 액추에이터 모델과 탐색되는

속도 제어기 를 적용하여 공칭 속도 제어 루프

함수를 Ln= KvPfn(jω) 와 같이 정의한다. 

액추에이터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을 속도 외란 추정

에 반영하기 위해 공칭 속도 제어 루프의 주파수 특성

과 12개의 극한 속도 제어 루프 함수에 대한 주파수

특성을 각각 비교하여 최대 차이값을 구하는 목적 함

수를 고려한다. 주파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속도 제

어 루프의 제어 대역에 포함되는 특정 주파수 f0의 게

인과 위상을 사용한다. 즉, 공칭 속도 제어 루프와 12

개의 극한 속도 제어 루프 함수들에 대해 특정 주파수

f0에서의 게인과 위상 차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목적

함수를 고려한다. 

  

(7)

여기서 Li0(λ)와 □i0(λ)는 극한 속도 제어 루프 함수

Li(s, λ)를 적용했을 때의 주파수 f0에서의 게인과 위상

을 나타내고 Ln0와 □n0는 공칭 속도 제어 루프의 주파

수 f0에서의 게인과 위상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 목

적 함수 (7)을 최소로 하는 속도 제어기를 탐색하고

(4)에 적용하여 속도 외란을 추정한다. 

Fig. 2는 목적 함수 (7)를 다루기 위한 유전자 알고리

즘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속도 제어기 Cf(s)의 제어기

파라미터들을 유전자 알고리즘의 염색체(개체)별 구성

요소로 사용한다. 각 염색체는 Nvar개의 제어기 파라미

터를 가지게 되고 각 파라미터는 Lvar 길이의 비트 배

열로 구성된다.

염색체의 수가 N, 각 염색체별 비트 배열 총길이가

Ltot = NvarLvar일 때 t세대에서 모집단의 평균 해밍거리

Ah(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0].

(8)

여기서 cpi(t)와 cqi(t)는 모집단의 염색체 중 선택된 2

개의 부모(mating pool)을 나타낸다. 유전자 알고리즘

Ĉf

V̂d jω( ) 1 KvPf jω( )Ĉf jω( )+( )Vm jω( )=

Ĉ

Pf s( )
N s( )
D s( )
-----------

kf

 –
 kf

+,[ ]s

s
2 αf

 –
 αf

+,[ ]s βf

 –
 βf

+,[ ]+ +
-------------------------------------------------------= =

N̂1 s( ) kf

 –
s  N̂2 s( )  kf

+
s ( )                       =,=

D̂1 s( ) s
2 αf

 –
s βf

 –
+ += , D̂2 s( ) s

2
 αf

+
s βf

 –
+ +=

D̂3 s( ) s
2 αf

 –
s βf

 –
+ += , D̂4 s( ) s

2
 αf

+
s βf

+ 
+ +=

Li s λ,( ) KvCf s( ) N̂l s( )

1 λ–( )D̂j s( ) λD̂k s( )+
-----------------------------------------------  ∪=

        KvCf s( ) 1 λ–( )N̂j s( ) λN̂k s( )+

D̂l s( )
----------------------------------------------

∈
∈

Ĉf jω( )
Ĉf jω( )

J max max Li0 λ( ) Ln0–( ) φi0 λ( ) φn0–( )×
1 i 12 0 λ 1≤ ≤≤ ≤

=

Ah t( )   cpi t( ) cqi t( )–( )/ N N 1–( )/2( )
q p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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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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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flow diagram showing a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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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부 최적해로 천이가 일어나고 계속하여 전역 최

적해로 수렴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0]. 교차 확률 Pc와 돌연변이 확률 Pm은 평균 해밍거

리 Ah(t)의 영향을 받게 된다.

(9)

(10)

(11)

보통 교차 확률은 0과 1사이의 값을 사용하기 때문

에 수렴하는 경우 (10)은 항상 성립한다. 돌연변이 확

률 Pm은 (9)과 (11)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국부 최적해에 조기 수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유전자 알고리즘의 초기 단계에는 교차 연산자가

탐색에 주로 작용을 하고 돌연변이의 영향은 최소로

한다. 그리고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 교차 연산자보다

돌연변이 확률의 영향을 크게 한다. 이러한 개념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평균 해밍거리에 기반을 두고 가변

교차 확률과 가변 돌연변이 확률을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pc(t + 1) = pc × fc(Ah(t)) (12)

pm(t +1) = pm × fm(Ah(t)) (13)

본 논문에서는 목적 함수 (7)을 만족하는 속도 제어

기를 탐색하기 위해 (9)-(11)를 만족하고 (12)과 (13)의

가변 교차 확률과 돌연변이 확률을 사용한다. 

속도 외란 추정을 위해 미동 탐색 제어 시스템을 단

순히 안정화시키는 속도 제어기 Cf(jω)를 구하여 측정

에 사용하고 (6)에도 사용한다. 목적 함수 (7)를 최소화

하는 속도 제어기 탐색을 위해 측정을 위한 속도 제어

기 Cf(jω)의 각 파라미터값에서 ±30% 범위내에서 변

하는 제어기 파라미터값을 임의로 생성하여 유전자 알

고리즘의 염색체로 사용한다. N개의 염색체별로 제어

기 파라미터 Nvar에 대해 Lvar길이의 비트 배열을 가지

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단

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모집단의 염색체의 수 N와 총 비트수 Ltot를 정하

고 생성된 각 염색체에 대해 주파수 f0에서의 공칭 속

도 제어 루프의 게인 Ln0와 위상 □n0를 구한다. 

② 각 염색체별 12개의 극한 속도 제어 루프 함수에

대해 주파수 f0에서의 게인 Li0(λ)와 위상 □i0(λ)를 구하

고 (7)에 적용하여 목적 함수 J의 값을 구한다. 

③ 목적 함수 J로부터 적합도 함수를 정하고 모집단

의 염색체들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④ 선택 기법을 이용하여 모집단에서 부모를 선정하

고 적합도가 높은 상위 일정비율의 염색체들을 repro-

duc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천이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⑤ 선택된 부모들로부터 평균 해밍거리를 기반으로

가변의 교차와 돌연변이 연산 과정을 거친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염색체로 사용한다. 

⑥ 현재 세대들의 염색체들을 새로운 세대의 염색체

들로 교체한다. 세대가 설정한 최대 세대 genmax이 될

때까지 절차 “②”에서부터 반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속도 외란 추정 시스템을 적용

하면 액추에이터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속도 외란

은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추정된 속

도 외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속도 에러가 최대 허용 에

러보다 항상 작도록 하는 속도 제어 루프를 설계할 수

있다. Fig. 2에서 속도 에러 Ve(jω)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4)

최대 허용 에러가 vemx이고 추정된 속도 외란을 적용

하면 각 주파수에서 속도 에러가 vemx보다 작게 되는

최소 속도 제어 루프 게인 Lmin(jω)은 다음과 같이 근사

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15)

결론적으로 속도 제어 루프 게인이 최소 속도 제어

루프 게인보다 크도록 속도 제어기를 설계하면 속도

에러는 최대 허용 에러보다 작게 된다. 

4. 실험 결과

제안된 속도 외란 추정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DVD 기록기기의 미동 검색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속도 외란 추정 시스템은 디지털

실험 보드에 의해 구현되었고 DVD 12X으로 구동하여

실험 데이터를 500 K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측정하였

다. Fig. 3은 속도 외란 추정을 위한 디지털 서보 보드

를 나타낸다.

실험에서 사용한 미동 액추에이터의 공칭 모델은 1차

1

NLtot

----------- Pm
1

Ltot

-------< <

0 pc

Ltot 1–

Ah t( )
--------------< <

0 pm
1

Ltot Ah t( )–
------------------------< <

Ve jω( ) 1

1 L jω( )+
-------------------- Vr jω( ) Vd jω( )–( )=

Lmin jω( )
Vr jω( ) V̂d jω( )–

vem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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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 주파수, 감쇠 상수, DC 감도, 10%범위의 모델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될 수 있다. 

(16)

드라이버 게인 Kv는2.5, 드라이버의 차단 주파수는

속도 외란의 추정 범위보다 큰 50 KHz로 구현하였다.

속도 외란 추정을 위해 미동 검색 제어  시스템을 단순

히 안정화시키는 다음의 4차의 속도 제어기 Cf(jω)를

적용하였다. 

(17)

(16)의 계수 파라미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5)에 적

용하여 구한 분모와 분자vertex 다항식과 측정을 위한

속도 제어기 (17)을 (6)에 적용하여 12개의 극한 속도

제어 루프 함수를 구하였다. 특정 주파수 f0은 속도 제

어 대역을 고려하여 2 KHz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차의 속도 제어기를 사용하기 때문

에 염색체별 구성 요소로 8개의 제어기 계수를 사용하

였다. 각 제어기 파라미터들은 비트 수Lvar=25, 각 염색

체별 총 비트수 Ltot =NvarLvar= 200의 비트 배열로 (17)

의 각 제어기 파라미터에서 ±30% 범위내에서 임의적

으로 생성되었고 N=20개의 염색체들이 최종적으로 생

성되었다. 염색체들은 확률론적인 일반 샘플링에 의해

선택되었고 진화 연산자로는 one point 교차 연산자와

bit inversion 형태의 돌연변이 연산자가 사용되었다[11].

교차 확률과 돌연변이 확률은 (9), (10), (11)을 만족하

고 다음과 같은 가변 교차 확률과 돌연변이 확률을 가

지도록 설정하였다. 

(18)

(19)

교차와 돌연변이를 진행한 후 생성된 개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재삽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최대

세대 genmax=30이 될 때까지 반복되었고 최종적으로

목적 함수 J를 최소화하는 속도 제어기 는 다음

과 같이 탐색되었다. 

 (20)

드라이브 게인, 속도 제어기 , 공칭 미동 액

추에이터 모델, 측정된 실제 속도를 (4)에 적용하면 속

도 외란을 추정할 수 있다. Fig. 4는 DVD 12배속에서

추정된 속도 외란을 나타낸다. 

추정된 DVD 12X 속도 외란을 적용하여 최소 속도

제어 루프 게인을 구하기 위해 Fig. 5과 같은 200 트랙

의 미동 탐색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지령 속도 vr와 최

대 허용 에러 vemx=1.0 mm/s을 고려하였다. Fig. 6은 추

Pf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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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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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digital servo board for estimating the velocity

disturbance of fine seek control system. 

Fig. 4. The velocity disturbance estimated at DVD 12X.

Fig. 5. The reference velocity for a fine control seek

action moving 200 t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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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속도 외란, 지령 속도, 최대 허용 에러를 (15)에

적용하여 계산한 DVD 12X 최소 속도 제어 루프 게인

을 나타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동 탐

색 제어 시스템에 발생하는 속도 외란을 추정하는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액추에이터 불확실성의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해 공칭 속도 제어 루프의 주파수 특성과 극

한 속도 제어 루프의 주파수 특성을 비교하는 목적 함

수를 고려하였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 목적 함수를 최소로 하는 속도 제어기

를 탐색하여 속도 외란 추정에 사용하였다. 제안된 속

도 외란 추정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DVD

기록기기의 미동 탐색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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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minimum velocity loop gain of DVD 12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