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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자수봉제기의 고속동기제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igh-speed synchronous control of embroidery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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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수 봉제는 바늘 및 부가장치를 자수봉제사를 

사용하여 직물과 기타 소재에 다양한 무늬를 나타

내거나 여러 가지 장식물을 부가하는 것으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기계를 자수봉제 시스템이라 한

다. 현재 자수봉제 시스템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속, 대면적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작업가능한 

원단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폭이 

커져야하고, 생산량 증가를 위해 주축의 회전속도

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주축의 길이가 길어지

고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주축의 비틀림이 증가

하게 되며, 주축에 연결된 다수의 자수바늘대는 

시간차를 가지고 작업이 진행된다. 그로 인하여 

자수물의 품질은 축방향으로 서로 상이하게 되며, 
심한 경우 특정부분에서는 잦은 절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자수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본 논문에서는 중앙집중식 동력전달구조를 탈

피한 분산 동기형 자수봉제시스템을 제안하고, 좌
우측 분리형 자수기의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

를 증명하고자 한다. 

2. 좌우측 분리형 자수봉제 시스템

그림1은 기존의 자수기의 동력전달구조이다. 메
인모터가 주축을 구동하면, 주축이 관통하며 연결

된 최대 56개의 바늘대 링크구조체가 연동되어 

구동된다. 또한 벨트로 훅부를 구동하는 하축이 

연동되어 있다. 그림2는 주축을 두개로 분리한 좌

우측 분리구동형 자수기의 구조이다. 벨트로 연결

된 하축 또한 두개의 축으로 분리되어 있다.  좌우측 

분리형 자수기는 두개의 서보모터를 통하여 구동

되며, 상호 협조 동기 속도 제어기를 구현하여 구동

된다. 좌우측 분리구동시 원활한 자수작업을 위해

서 축간의 동기오차는 5도 이내의 오차를 가져야한

다. 동기제어기의 제어지령은 기존 자수기와의 연

결을 위하여 아날로그 값으로 속도값을 입력받아 

속도를 제어하게 된다. 

Fig. 1 structure of Traditional embroidery machine 

Fig. 2 embroidery machine(Separate shape)

3. 동기제어 알고리즘의 구현

자수기 상위 제어기의 지령은 많이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어 제어지령으로 입력시 소음 및 진동

을 유발함으로 저역통과 필터를 통하여 속도 동기

제어기로 입력된다. 아래 그림은 좌우측 분리형 

자수기에 적용된 협조동기제어기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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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기에 구동명령을 주면 주축의 속도는 위아

래로 출렁이면서 특정속도에 수렴하게 된다. 이러

한 속도의 변화는 바늘대의 상하운동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자수기 암의 캠과 링크 구조로 인한 기구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바늘대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시점에서 기구적으로 큰 힘이 가해지게 된

다. 

Fig. 4 Measurement of the time constant

 이러한 큰 힘이 가해지는 순간에는 각축의 정밀

한 제어가 불가능해지고, 동기오차 역시 커지게 된

다. 이러한 기구적인 힘은 모터의 입장에서 보면 주

기적인 외란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기구적인 힘을 외란으로 보고 외란

관측기를 설계하여 제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

다.  아래 그림은 외란관측기 제어시스템의 블록다

이어그램이다. 저주파대역 통과필터 Q(s)와 플랜트 

모델의 역함수를 이용하여 외란을 추정하여 보상하

는 구조를 보여준다. 

Fig. 5 Bolck diagram of  Disturbance observation 
system

4. 실험 및 결과고찰

아래 그림은 외란관측기 제어시스템과 협조동기

제어기를 이용한  좌우측분리 동기구동테스트결과

이다.  자수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1200RPM과 

1500RPM까지의 두단계로 가속하였으며 전 구간에 

걸쳐서 1도 이내의 양호한 동기오차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Fig. 6 speed command and synchronization error 
(Acceleration up to 1500rpm)

Fig. 7 speed command and synchronization error 
(Deceleration)

5. 결론

본 논문은 기존 대면적 다두 자수기의 중앙집중

식 구동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좌우측 

분리형구조의 자수기를 설계하고, 서보모터를 이

용하여 축간 속도 동기시킴으로써 자수기의 고속

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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