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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일 고 토크의 서보프레스보다 제작비용 및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효율적인 장점을 가진 듀얼 

서보프레스 시스템은 서보모터가 각각 독립적으

로 구동될 때, 힘의 불 균일 분포와 편심하중 등이 

발생하여 공정의 생산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하사

점(; 下死點, Bottom Dead Center : BDC)에서의 불안

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연동

(Cross-coupling)제어루프를 이용한 스위칭 제어

(Switching control)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스위칭 

제어기법은 듀얼 서보프레스 시스템의 축소모형

을 이용하여 기존의 듀얼 서보프레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종속 비례적분미분(Cascade PID)제어 기

법과 동기화 성능을 비교하였다.

2. 제어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듀얼 서보모터 구동형 

프레스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종속 피드백(Cascade 
feedback) 제어구조를 Fig. 1과 같이 각 서보시스템

에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Fig. 2와 같이 

두 서보시스템의 동기화 에러에 따라 두 제어기를 

Fig. 1 Block diagram of conventional control technique 
of dual-servo press system 

선택하여 적용한다. 하나는 동기화 에러가 작을 

때 사용하는 제어기로 원하는 목표 값의 추종에 

중점을 둔다. 다른 하나는 동기화 에러가 커졌을 

때 사용하는 제어기로 원하는 목표 값의 추종을 

하지 않고 두 서보시스템의 동기화 에러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둔다. 

Fig. 2 Block diagram of proposed switching controller 
for dual-servo press system 

3. 실험 및 검증

제안한 스위칭 제어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하여 Fig. 3과 같은 축소형 서보프레스 모델을 제작

하였다.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시나리오는 초기위

치 0°에서 목표 값을 165°로 75초 동안 유지한 후, 
다음 75초~150초 동안 17°로 설정하고, 150초 이후

부터는 165°로 설정하였다. 축소 모델의 좌측에 

위치한 서보모터를 편의상 master로, 우측에 위치

한 서보모터를 slave로 명하였다. Fig. 4와 Fig. 5는 

각각 master와 slave 시스템의 제어 응답이다.  기존

의 제어기의 응답은 약간의 오버슈트를 가지며, 
master와 slave 시스템의 응답파형이 서로 다른 것

82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에 반해, 제안한 제어기의 응답은 오버슈트도 없으

며 master와 slave 시스템의 응답파형이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 master와 slave 시스템의 동기화 에러

는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표 값이 바뀌는 

0, 75, 150초 근처에서 기존 제어기의 동기화 에러가 

큰 반면 제안한 제어기는 찾기 힘들다.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오차제곱평균의 제곱근 값

(RMSE; Root Mean Square Error)으로 표현한 결과

가 Fig. 7과 같다. Table 1과 같이 동기화 오차의 

절대 값 총합도 408.88에서 1.38로 99.7%가 개선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Sub-scale model of dual-servo motor driven press 
system 

 
Table 1 Comparison of Synchronous Errors via two 

control techniques

Conventional 
technique

Proposed 
technique

Improved rate 
(%)

The total sum of 
absolute value 408.88 1.38 99.7

Fig. 4 The control responses of master system

Fig. 5 The control responses of slave system

Fig. 6 The synchronous errors between master and slave 
systems

Fig. 7 RMSE of synchronous errors via two controllers

4.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기화를 위한 스위칭 제어

기법은 기존 제어기법 보다 동기화 에러를 크게 

줄이며, 안정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빠른 응답시간과 수렴시간을 가지는 

바, 공정의 속도를 높여 생산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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