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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슬립 오차 보상기를 가지는 레일 가이드 무인 설비 감시 

장치의 위치 제어기

Position Controller of Rail Guided Unmanned Monitoring System with the Driving Slip 

Compensator

배 종 남* ․ 곽 윤 창* ․ 이 동 희

(Jongnam Bae ․ Yunchang Kwak ․ Dong-Hee Lee)

Abstract - The real time unmanned monitoring system of an equipment’s internal parts and condition requires the monitoring 

device to be able to stop at a set location on the rail. However, due to the slip between the driving surface and the roller, 

an error occurs between the actual position and the command position. In this paper, a method to compensate the position 

error due to the roller slip is proposed. A proximity sensor located at both ends of the rail detects the starting point and the 

maximum position pulse, linearly compensating the error between the angular position of the motor and the mechanically 

fixed starting and maximum position pulse of the rail in forward and reverse direction. Moreover, unlike the existing servo 

position controller, the motor adopts the position detection method of Hall sensor in BLDC (Brushless DC) and applies an 

algorithm for low-speed driving so that a stable position control is possible. The proposed rail guided unmanned monitoring 

system with driving slip compensator was tes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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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 설비 등의 소형 발전설비

와 이에 대한 전력변환 장치를 포함하는 무인 배전 설비 및 지

하 전력설비 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설

비들은 소규모의 설비로 대부분 무인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설비

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파급되는 손실은 매우 중대하다[1-2].

무인 설비들을 감시하기 위한 기존의 시스템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등을 이용한 영상 감시 시스템이 주류를 이

루고 있으나[3-4], 이러한 CCTV는 고정식으로 설비 내의 중요한 

장치들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다양한 설비의 구석구석까지 감시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자율 주행 방식의 감시 장치들

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자율 주행의 경우에는 바닥의 평

탄도가 매우 중요하고, 배터리 사용으로 인한 충전 및 운용 효율

성이 아직 미흡한 단점이 있으며, 정확한 위치에서 운용하는 장

비를 감시하기에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5-9].

레일 가이드 방식의 감시 장치는 e기 설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정식의 CCTV에 비하여 설비내의 모든 장치에 대한 감

시가 가능하고, 건물 내의 평탄 도나 계단에 관계없이 장비의 운

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비교적 정확한 다양한 위치에서 모

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존의 레일 가이드 방식의 감시 

장치에서는 레일을 주행하는 전동기는 레일 위에서 정확한 위치

에서 정지하여야 하므로, 서보 전동기의 위치 제어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또한, 레일 가이드의 주행 면과 감시 장치

의 함체를 구동하는 롤러(roller) 사이에는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

하게 되어, 실제 전동기로부터 검출된 위치와 레일의 절대 위치 

사이에는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10-11].

본 논문에서는 고가격의 서보 전동기와 제어기 대신에 홀센서

를 사용하는 BLDC(Brushless DC) 전동기를 주행용 전동기로 사

용하는 레일 가이드 방식의 감시 장치에 대한 위치 제어 시스템

을 제안하고 있다[12-13]. 특히 제안된 방식에서는 주행 전동기

에 부착된 롤러와 레일의 주행 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슬립(slip) 

현상에 의해 기 설정된 절대 위치와 전동기의 홀센서로 검출된 

가상된 위치와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레일의 양 단면에서 

함체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근접센서를 사용하여 정방 

향과 역방향의 위치 오차 보상 기를 설계하여, 슬립 현상에 의한 

위치오차를 보상하도록 하였다. 특히, 레일이 기울기가 있는 경우

에 정방 향에서의 슬립오차와 역방향에서의 슬립오차가 서로 다

르게 발생하게 되므로, 2개의 오차 보상 기울기가 적용되어 정․역 

방향에서 안정적인 위치오차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된 위치 제어기와 슬립 오차 보상 기는 실제 레일 주행 

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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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레일 기반의 모니터링 장치의 구조

Fig. 1 The proposed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rail 

guided driving

그림 2 주행 면에서의 슬립현상

Fig. 2 Slip effect in the rail roller system

2. 제안된 레일 가이드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BLDC 전동기 기반의 레

일 가이드 주행 감시 장치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에서 실내의 장치들을 감시하기 위한 HD-카메라는 함체의 상하

로 이동하여 상부 레일에서 하부의 실제 건물 내의 설비들이 카

메라의 영상으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의 

HD-카메라는 틸트 구조로 회전이 가능하여 좌우의 전체 영상으

로 감시가 가능하다. 카메라의 상하를 이동하는 전동기는 기어형 

소형 직류 전동기로 홀센서로 회전 위치가 검출되어 카메라의 상

하 높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원격 모니터링은 

TCP/IP 기반의 통신으로 검출된 영상 정보와 함체의 제어 지령

이 통신으로 전송되며, 수신된 영상은 WIFI 또는 TCP/IP 방식의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앙 관제 센터로 전송된다. 레일을 주

행하는 장치의 함체 정면과 후면에는 벽면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근접센서(Proximity sensor)  와  가 각각 부착되어 있

으며, 근접센서의 신호가 입력되면, 함체의 주행을 정지시켜 벽면

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어하게 된다. 

레일을 주행하는 전동기는 홀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BLDC 전

동기이며, 전동기는 주행 면을 움직이는 롤러를 벨트로 구동하여 

함체를 전 ․ 후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실내의 좌표에 따라 위치

는 홀센서의 펄스 수로 정지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최대 정지위

치는 주행 전동기의 경우 50개의 위치 값이 저장될 수 있고, 카

메라의 경우 1[M] 이동 거리에 대하여 20개의 위치 값을 저장

하여 지정된 위치로 상하로 이동하게 된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상하 운동에 스크류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카메라를 구

동하는 직류 전동기의 회전 위치가 실제 위치와 오차를 가지지 

않지만, 주행 전동기의 경우에는 전동기의 위치는 롤러와 주행면

의 슬립에 의해 위치 오차를 가지게 된다. 실제 함체의 롤러는 

주행 면과의 결합을 위해서 서스펜션을 가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만, 건물 내에서 레일이 기울기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실제 주

행 상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위치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14-15].

  
 ⋅         (1)

  ⋅⋅          (2)

단,  ,  은 전동기의 회전속도 및 롤러의 회전 속도를 나

타내고 있으며,  과  는 전동기와 롤러의 벨트비율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은 롤러의 회전 반경을 나타내고 있고,  는 슬

립계수이다.

실제 제어기가 생각하고 있는 주행 위치와 롤러의 실제 위치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3)

           
 ⋅⋅           (4)

단,  는 e기 정지 위치이다. 실제 주행 위치  은 제어기

에서 연산하고 있는 가상 주행위치  가 슬립현상에 의해서 오

차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슬립현상은 롤러의 주행 방향과 레일

의 기울기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장시간의 구동이나 

롤러의 기구적인 결합이 약해지게 되면, 슬립 현상이 더 크게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BLDC 전동기의 경우에는 홀센서를 기반으로 위치 제어

기를 설계하게 되므로, 저속 구간에서는 홀센서의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실제 속도 검출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저속에서 

안정적인 속도 제어와 위치제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레일 가이드 기반에서 홀센서 기반의 BLDC 전

동기의 안정적인 위치 제어를 위한 제어 방식과 롤러와 주행 면

과의 미끄러짐 현상에 의한 절대 위치 오차를 보상하는 보상 기

를 적용한 제어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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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된 주행위치 제어기

3.1 홀센서 기반의 BLDC 전동기

BLDC 전동기의 경우 기존의 고정밀도의 엔코더를 사용하는 

서보 전동기와 달리, 전기적인 1회전당 6 펄스의 신호를 가지는 

홀센서 신호로 구동하게 되며, 홀센서 위치정보는 실제 전동기의 

회전자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 정역 회전에서의 스위칭 패턴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그림 3 BLDC 전동기의 역기전력과 홀센서 신호

Fig. 3 Back emf and hall sensor signals of the BLDC motor

그림 3은 BLDC 전동기의 역기전력과 홀센서 신호 및 이상적

인 경우의 전동기 전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 홀센

서의 신호를 기반으로 정방향과 역방향에 적합한 전류를 제어함

으로써, 전동기의 토크를 제어할 수 있으며, 실제 BLDC 전동기

의 토크와 속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5)

  


                   (6)

단,  은 BLDC 전동기의 출력 토크이고,  ,   및 

는 전동기의 각 상 역기전력이며,  ,  ,  는 상전류를 나타

낸다.  과  은 시스템의 관성과 기계적 마찰계수이며, 

은 부하토크를 의미한다. 

기존의 BLDC 전동기의 제어는 각 홀센서 신호의 패턴에 따

라, 정방향과 역방향에 따라 도통하는 2상의 전류를 제어하는 

120도 통전 방식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 

저속 영역에서 전동기의 홀센서 주파수가 너무 늦어 속도 검출이 

어려워서 저속 제어가 매우 어렵다. 

그림 3에서 홀센서의 각 신호를 조합하면 전기적 1회전당 6개

의 신호를 얻을 수 있으며, 이때 홀센서의 검출 주파수는 전동기

의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7)

단,  은 전동기의 rpm 단위 주파수이며, 은 BLDC 전동

기의 극쌍수(Number of pole-pairs)를 나타낸다. 식에서 3은 6

개의 간격은 3개의 펄스 형태로 출력되기 때문이다. 식(7)에서 전

동기의 실제 속도가 10[rpm]의 경우 극쌍수가 2인 4극 BLDC 

전동기로 홀센서 신호를 검출하면 1[㎐]가 되므로, 최소 0.5e에

서 1e가 되어야 속도 신호의 검출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 위치 

제어를 수행하는 서보 전동기 시스템에서 속도 검출은 100[㎲]

에서 1[㎳] 이내에서 검출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저속에서의 속

도제어와 위치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홀센서를 사용하는 

BLDC 전동기에서는 저속에서의 속도제어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위치 제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2.1 제안된 슬립 보상 제어기

그림 2에서 제안된 레일 가이드 방식의 주행 시스템에서는 전

동기에 부착된 롤러와 주행 면 사이에서 슬립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전동기의 위치와 실제 레일 면에서의 위치는 그

림 4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4 제안된 홀센서기반의 BLDC 전동기의 위치제어기

Fig. 4 The proposed position controller for BLDC motor 

with hall sensor 

그림 4에서  는 정방향 주행에서 발생하는 슬립현상에 따

른 최대 위치 오차를 나타내고,  는 역방향 주행에서 발생하는 

최대 위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행하는 BLDC 전동기가 

제어기의 위치 지령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경우에도, 실제 레일의 

절대 위치와 제어기에서 추정하는 실제 위치와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이러한 슬립현상은 롤러의 서스펜션과 레일

의 기울기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게 되므로 설계된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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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정하지 않고, 정방향과 역방향 및 구동 상태에서도 다르게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된 레일 주행 방식에서, 주행하는 함체가 

레일의 양 끝단에서 벽면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적외

선 근접센서로부터 주행 상에서 발생하는 절대 위치오차를 자동

적으로 연산하여 정방향 주행과 역방향 주행에서 항상 위치 오차

를 보상하는 슬립 오차 보상 제어기를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슬립오차 보상제어기는 함체가 정방향으로 주행할 때, 

센서로부터 신호가 입력되는 시점에서 함체의 최대 위치를 나타내

게 되므로 정방향 위치오차  를 다음과 같이 검출할 수 있다.

  max          (8)

단, max 는 레일 주행면의 최대 위치를 의미하며,  은 

BLDC 전동기의 홀센서 신호로부터 누적되어 검출된 위치로 연산

된 주행면의 위치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9)

즉, 주행 함체의 레일에서 추정위치는 BLDC 전동기의 홀센서 

위치 펄스의 누적으로 연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함체가 정방

향 최대 위치에 도달한 시점의 센서 신호  를 통해 검출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역방향 위치 최대 오차는 역방향 도달 시점

의 센서 신호  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검출된다.

 
     (10)

단,  와  는 근접센서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제안된 슬립 보상 제어기의 제어 블록도

Fig. 5 The proposed slip compensation controller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슬립 보상 제어기의 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에서  와  는 주행함체 측면에 

부착된 근접센서의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신호로부터 레일

면의 최대 위치로부터 정방향과 역방향에서의 슬립 오차  와 

 를 구할 수 있다. 슬립 오차는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해서 서

로 다르게 반영되고, 이를 통해서 보상값  와 이를 이용한 위

치 지령은 다음과 같이 보상된다.

  max
 

  

              (11)

  max
 

  

              (12)


  

⋅        (13)

따라서 보상된 위치 지령치는 실제 위치 지령에 보상 값을 선

형 보상하여 결정되어, 주행 면에서의 실제 위치 오차를 최대한 

보상하여 근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슬립 오차의 보상계수

는 정방향과 역방향에서 서로 다르게 되며, 측정은 정지 상태에

서 정방향 끝부분과 역방향 끝부분에 도달하였을 때, 반영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e기 동작에서 최대 운전 구

간을 스스로 설정하기 위해서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해서 1주행을 

통해 각각의 슬립오차 보정 계수를 계산하게 된다. 이후에는 운

전 조건에 따라 끝부분의 주행에서 새로운 슬립오차 보정계수가 

반영되도록 설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행 전동기의 위치 제어를 위해서 위치 지령 


 으로부터 주행 전동기의 홀센서 누적 위치  과의 오차로

부터 지령속도 
 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전동기의 속도를 제

어함으로써, 지령위치에 도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령속

도가 200[rpm] 이상의 속도 영역에서는 25[㎳] 이내에서 속도 

검출이 가능하지만, 낮은 속도 영역에서는 홀센서 신호의 간격이 

길어져서 속도 검출이 매우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속

도 제어가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령 속도의 

크기에 따라 일반적인 속도 제어를 수행하는 모드와 저속에서 안

정적으로 주행하기 위한 마이크로-스텝 제어 모드로 분할하여 

위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 주행제어기는 지령위치에 

따라 가속-정속-감속 모드로 동작하고, 감속 구간에서 정지위치 

부근에서 지령속도가 매우 낮아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안

된 마이크로-스텝 제어 모드에서 정지위치까지 동작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저속 영역에서의 마이크로-스텝 제어모드

는 오픈루프 방식으로 지령된 속도에 따른 각도로 정현파 전류를 

발생하여, BLDC 전동기의 회전자가 부하 상태에 따라서 토크 각

도가 가변되어 추종하여 회전하는 방식이다. 선행하는 정현파 전

류에 의해 발생하는 토크는 BLDC 전동기의 회전자 위치가 전기

적으로 90도일 때 최대 토크를 발생하지만, 전류가 높더라도 토

크 각도가 0도 일 때는 토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저

속 정지위치 부근에서 함체의 부하가 증가하면, 회전자의 위치와 

선행하는 정현파 전류의 토크 각이 증가하여 선행하는 정현파 전

류를 추종하게 되고, 부하가 감소하면 회전자가 빨라져서 토크각

도를 감소시키며 추종하게 된다. 제안된 마이크로-스텝 방식에서

는 매우 정확한 저속 운전의 속도 제어는 어렵지만, 저속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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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 시키는 데는 매우 유리하고, 별

도의 속도 검출 없이 위치 펄스의 오차만으로도 정지위치에 매우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

마이크로-스텝 제어 모드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BLDC에

서 적용하는 2상 통전방식으로는 토크각도를 변동시켜 운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교류 전동기와 같은 벡터제어 방식으로 전류를 

제어하여 선행 전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때, 속도 제어 모드에서 사용하는 회전자의 위치각은 홀센서

의 신호 변화에서 검출된 회전자의 위치각에서 검출된 속도의 연

산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4)

이때,  는 홀센서의 신호가 변화할 때, 홀센서에 연동하는 

BLDC 전동기의 회전자 위치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함체가 가

속하여 일반적인 속도로 운전될 때는 홀센서로부터 검출된 속도와 

연산된 회전자 위치각으로부터 전류 제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속도 

제어 모드로 동작하게 되고, 이를 위한 속도 제어기의 PI 제어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5)

  
                        (16)

단,  및  는 속도제어기의 비례이득 및 적분이득을 나

타낸다.

하지만, 정지 위치 부근에서는 마이크로-스텝 방식으로 지령전

류는 검출 속도를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전류와 지령속도의 연

산각도로 선행 전류를 발생하게 된다. 이때 설정전류  은 제

안된 주행 시스템에서 저속 주행을 통해 정지 상태로 이동하기 

위한 토크를 발생하는 전류로 너무 작게 설정되면, 토크 부족으

로 탈조가 발생하고 너무 크게 설정하게 되면 운전 효율이 낮아

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행 시스템의 다양한 부하에 대한 실

험을 통하여 2.2[A]의 설정 값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마이크로 스테핑에서 토크 각도가 80[deg]를 e과하게 되면, 단

계적으로 설정전류를 0.2[A] 상승하여 토크 각도가 80[deg] 이

내에서 형성되도록 설계하였다.




                 (17)


  ⋅                   (18)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슬립보상 제어기를 가지는 레일 가이드 

기반의 감시 장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시스템을 제작

하고, 그 성능을 시험하였다.

함체의 주행에 적용된 전동기는 24[V] 200[W]의 BLDC 전동

기로 구체적인 사양은 다음 표 1과 같다.

변수 값

정격 출력 200[W]

정격 전압 24[V]

정격 토크 0.99[Nm]

정격 속도 2000[rpm]

기어 박스 기어비 30 : 1

모터 : 롤러 기어비 14 : 20

표    1 모터사양

Table 1 Motor specifications

그림 6은 제안된 슬립 보상 기를 가지는 주행 시스템의 실험

을 위해 제작된 실제 레일가이드와 주행 함체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실험에 사용된 주행 함체

Fig. 6 Moving body of the rail guided system

주행용 BLDC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는 TI(Texas 

Instruments)사의 TMS320F28035로 설계하였으며, 주행 위치각

은 상위 제어기의 통신을 통해서 각도를 지령 받고, 홀센서의 위

치 펄스를 누적하여 위치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BLDC 전동기의 

제어를 위해 전류는 2상의 전류를 12bit ADC로 검출하여 제어하

고 있으며, 상위 제어기와는 RS-232 통신으로 수행하고, 상위 제

어기와 원격 모니터링 장치와는 TCP/IP 모듈을 통해서 제어를 

수행하고 있다.

전류 제어기의 주기는 100[㎲]로 설계하였고, 속도는 홀센서 

신호의 주기를 검출하여 속도를 검출하고, PI 제어기 방식의 속

도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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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존 위치 제어의 위치 오차 실험 결과

Fig. 7 Experimental results of position error to the con- 

ventional position control

그림 8 제안된 위치 제어 위치의 오차 보상 실험 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s of position error to the proposed 

position control

그림 7은 기존 위치 제어 위치 오차 실험 결과이다. 슬립으로 

인하여 위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서 제안된 위치 제어 위치 오차 보상 실험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전

류를 보상해 위치 오차가 줄어듦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는 기존의 위치 제어 실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속도제어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자만, 실제 위치는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9 기존 위치 제어 실험 결과

Fig. 9 Experimental results of the conventional position 

control

그림 10 제안된 위치 제어 실험 결과

Fig. 10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position control

그림 10은 제안된 위치 제어 실험 결과이다. 앞의 그림 9와 

다르게 슬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치 오차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실제 위치는 지령치를 잘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제안된 마이크로-스텝 모드 위치 제어 실험 결과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령 위치 근처에 시스템이 도달했을 

시 마이크로-스텝제어로 전환이 되어 정밀한 위치제어를 하게 

되고, 지령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마이크로-스텝 제어에서 속도제어로 전환하는 실험

결과이다. 속도 변동에 따른 급격한 전환에도 지령에 잘 따라가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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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안된 마이크로-스텝 모드 위치 제어 실험 결과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micro-step mode

그림 12 마이크로-스텝 모드에서 속도제어 모드로 전환 실험 결과

Fig. 12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micro-step mode

       and the speed control mod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레일 가이드 기반의 주행 장치에서 레일 면과 

롤러 사이에 발생하는 슬립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이 간단한 홀센서를 사용하는 BLDC 전동기를 

사용해 수행하는 슬립 제어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제어 방식은 주행하는 함체가 레일의 양 끝단에서 벽

면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적외선 근접센서로부터 주

행 상에서 발생하는 절대 위치오차를 자동적으로 연산하여 정방

향 주행과 역방향 주행에서 항상 위치 오차를 보상하는 슬립 오

차 보상 제어기를 제안하고 있다. 

슬립 오차 보상 제어기는 지령 속도의 크기에 따라 일반적인 

속도 제어를 수행하는 모드와 저속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하기 위

한 마이크로-스텝 제어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실제 주행제

어기는 지령위치에 따라 가속-정속-감속 모드로 동작하고, 감속 

구간에서 정지위치 부근에서 지령속도가 매우 낮아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안된 마이크로-스텝 제어 모드에서 정지위치까

지 동작하게 된다. 저속 영역에서의 마이크로-스텝 제어모드는 

오픈루프 방식으로 지령된 속도에 따른 각도로 정현파 전류를 발

생하여, BLDC 전동기의 회전자가 부하 상태에 따라서 토크 각도

가 가변되어 추종하여 회전하는 방식이다.

제안된 방식은 실제 함체 주행에서 슬립에 인한 손실을 보상

하여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였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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