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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풀클로즈 제어계에 있어서 진동재발 없이 위치루프게인을 높일 수 있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를 제공한다.

직동기구에 장착한 직동위치 검출수단이 출력하는 가동테이블의 위치신호를 위치피드백신호로 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

치에 있어서, 직동위치신호를 미분연산하여 직동속도신호를 출력하는 미분연산수단(2)과, 속도지령신호와 직동속도신호

의 차를 연산하는 감산수단(4)과, 감산수단이 출력하는 차신호를 적분하는 적분수단(3)과, 적분수단의 출력신호를 입력하

는 비례게인수단(1)과, 비례게인수단의 출력수단과 속도지령수단을 가산하여 새로운 속도지령(Vr)을 출력하는 가산수단

(19)을 구비하고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모터로 구동되는 부하에 장착된 위치검출기로부터의 부하위치신호에 근거하여 위치를 제어하는 전동기의 위치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볼나사(하이리드 나사) 등에 의한 직동(直動)기구를 구동하는 모터제어장치에는 통상 모터의 각속도를 피드백하여

속도제어루프를 구성하고, 모터의 각도를 피드백하여 위치제어루프를 구성하고 있다. 이 경우 모터가 로터리 인코더 등의

각도검출기만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출기의 위치신호를 차분연산하여 각속도신호로 한다. 이하 이와 같은 제어계를

세미클로즈 제어계라 칭한다.

한편 직동기구를 고정밀도로 제어하기 위해 기구의 가동테이블에 리니어스케일 등의 직동위치 검출수단을 장착하고 검출

수단의 출력을 이용하여 위치제어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 이와 같은 제어계를 풀클로즈 제어계라 칭한다.

이와 같은 풀클로즈 제어계의 블록선도는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다.

도 13에 있어서 701은 위치제어부이고 위치제어게인은 Kp이다. 702는 속도제어부, 703은 모터, 704는 부하(기계가동부,

가동테이블 등)이다. 여기에서는 위치지령(Yr)에서 부하위치신호(YL)를 감하여 위치편차(ep)를 구하고 위치제어부(701)

에서 이 위치편차(ep)에 위치제어게인(kp)을 곱하여 속도지령(Vr)이 구해진다. 이 속도지령(Vr)에서 속도피드백신호(Vf)

를 감하여 속도편차(ev)를 구하고 속도편차(e v)에 근거하여 속도제어부(702)에서 토크지령(전류지령)(Tr)을 구하고 이

토크지령(Tr)에 근거하여 모터(703), 부하(704)가 구동된다.

최근 산업용 기계에 있어서는 고정밀화 및 고속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풀클로즈 제어계에 있어서 위

치제어게인(kp)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치제어게인(또는 위치루프게인)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속도루프게인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직동기구의 볼나사, 너트 등의 기계공진특성의 영향으로 게인을 높이기 어렵다.

단 세미클로즈 제어계의 경우에는 공지의 등가강체 옵서버에 의한 제진(制振)제어법(예컨대 일본 특허출원 평9-56183호

의 기계진동의 제진제어장치) 등의 적용에 의해 등가강체 모델 옵서버에 의해 검출한 기계진동신호를 속도지령에 가산하

여 새롭게 속도지령으로 함으로써 진동을 억제하여 속도루프게인을 향상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값까지 위치루프게인을 간

단히 높일 수 있다.

종래의 기술에서는 풀클로즈 제어계에 있어서 위치제어게인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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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클로즈 제어계의 속도루프에 대해서는 상기 제진제어의 적용에 의해 세미클로즈계와 동등한 속도게인으로 할 수 있는데

위치루프에서는 위치제어게인을 높이면 제어계의 진동이 재발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위치제어게인의 상한을 세미클로즈

제의 상한치의 1/2∼2/3 정도로밖에 할 수 없다. 재발한 진동의 주파수는 속도루프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주파수보다도 낮

기 때문에 단순히 제어루프 전체의 게인상승이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진동재발의 원인을 해명할 수 없었다(과제 1).

원인의 해명과는 별도로 종래의 풀클로즈 제어계에 있어서 위치제어게인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모터위치의 신호(Xm)와 부하위치(XL)의 신호를,

k×XL+(1-k)×Xm(단, 0<K<1)

과 같이 합쳐서 위치피드백신호로 하는 수법(일본 특허공개공보 평03-110607)의 적용을 생각할 수 있다. k를 0에 가깝게

하면 부하위치의 피드백 성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진동은 감소하지만 구동계의 스프링 특성에 의해 모터위치와 부하위치신

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풀클로즈 제어의 효과가 약해져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풀클로즈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낮춘 k

에 상응할 때까지 위치제어게인을 높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치루프게인은 k=1로 변함이 없어 진동을 해결할 수 없다(과

제 2).

그래서 부하의 속도와 모터속도의 차인 비틀림각 속도를 속도지령(일본 특허공개공보 평1-251210) 또는 토크지령으로

피드백함으로써 기계진동을 속도루프 내에서 저감시키는 수법이 있다. 이 수법으로 위치루프에 재발한 진동을 저감시키려

면 비틀림각속도에 모터속도의 고주파 성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주파수의 진동이 속도루프에서 발생되게 되어

(낮은 진동에 맞춤으로써 높은 진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상기 위치루프에서 재

발한 진동의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과제 3).

이 때문에 종래의 수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풀클로즈 제어계에 있어서는 위치제어게인을 높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고 생각되어 왔다. 본 과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위치루프에서 낮은 진동이 재발하는 원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은(이 원인을 해석하고 새로운 제어수법을 제안함으로써) 풀클로즈 제어계에 있어서 위치제어게인(kp)을

진동의 재발 없이 세미클로즈 제어계와 동등한 값까지 높일 수 있으며 위치제어게인을 높임으로써 단시간에 고정밀도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직동기구에 장착한 직동위치 검출수단이 출력하는 가동테이블의 위

치신호를 위치피드백신호로 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직동위치신호를 미분연산하여 직동속도신호를

출력하는 미분연산수단과, 속도지령신호와 상기 직동속도신호의 차를 연산하는 감산수단과, 상기 감산수단이 출력하는 차

신호를 적분하는 적분수단과, 상기 적분수단의 출력신호를 입력하는 비례게인수단과, 상기 비례게인수단의 출력신호와 상

기 속도지령신호를 가산하여 새로운 속도지령을 출력하는 가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은 전동기의 회전위치신호를 미분연산한 속도신호에 근거하여 속도를 제어함과 동시에 전동

기로 구동되는 부하에 장착된 위치검출기로부터의 부하위치신호에 근거하여 위치를 제어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부하위치신호를 미분연산하여 부하속도신호를 출력하는 미분연산수단과, 상기 부하속도신호와 속도지령신

호의 차를 연산하는 감산수단과, 상기 감산수단이 출력하는 차신호를 로우패스필터에 입력함으로써 위상을 조절하는 위상

조절수단과, 상기 위상조절수단의 출력신호를 입력하는 비례게인수단과, 상기 비례게인수단의 출력신호와 상기 속도지령

신호를 가산하여 새로운 속도지령신호를 출력하는 가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은, 상기 위상조절수단은 상기 감산수단이 출력하는 차신호를 밴드패스필터에 입력함으로써

위상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은, 전동기의 회전위치신호를 미분연산한 속도신호에 근거하여 속도를 제어함과 동시에 전동

기로 구동되는 부하에 장착된 위치검출기로부터의 부하위치신호에 근거하여 위치를 제어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에

있어서, 속도지령신호를 적분연산하는 적분연산수단과, 상기 부하위치신호와 상기 적분연산수단이 출력하는 적분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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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연산하는 감산수단과, 상기 감산수단이 출력하는 차신호를 밴드패스필터에 입력함으로써 위상을 조절하는 위상조절

수단과, 상기 위상조절수단의 출력신호를 입력하는 비례게인수단과, 상기 비례게인수단의 출력신호와 상기 속도지령신호

를 가산하여 새로운 속도지령신호를 출력하는 가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에 따르면, 미분연산수단에 의해 구한 부하속도와 속도지령과의 차속도를 검출하고 적분수단에

의해 차속도를 적분하고 적분값에 비례게인수단으로 게인(Kf)을 곱해 속도지령에 가산하는, 이 미분연산수단과 차속도를

검출하는 감산수단과 적분수단 및 비례게인수단이 정확히 전동기의 각속도와 등가강체 모델의 각속도 추정치와의 차속도

로서 기계진동신호를 검출하여 출력하는 세미클로즈 제어계의 제진제어장치에 상당하며 비례게인수단인 게인(Kf)치가 진

동재발 없이 위치루프게인(Kp)의 상한을 끌어올린다.

또는 속도지령과 부하속도의 차속도를 로우패스필터 또는 밴드패스필터 등의 위상조절수단에 의해 위상조절하여 진동주

파수를 제거하고 비례게인수단에 의해 게인(Kf′)을 곱해 속도지령에 가산하기 때문에 위치루프게인(Kp)을 높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에 따른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의 블록선도이고,

도 2a 내지 도 2c는 도 1에 도시한 전동기의 가속도에서 부하의 직동속도까지의 블록선도이고,

도 3은 도 2a 내지 도 2c에 도시한 모델에 의해 구성한 풀클로즈 제어계의 블록선도이고,

도 4는 도 3에 도시한 위치제어계 내에서의 속도제어계를 간략화한 도면이고,

도 5는 도 4에 도시한 위치제어계의 진동현상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6은 도 5에 도시한 위치제어계의 간략화된 도면이고,

도 7은 도 6에 도시한 속도지령과 부하속도의 차속도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8은 도 1에 도시한 비례게인수단에 의한 속도지령의 보정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따른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의 블록도이고,

도 10은 도 9에 도시한 위치루프 안정화 보상부의 블록도이고,

도 11은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에 따른 위치루프 안정화 보상부의 블록도이고,

도 12는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 따른 위치루프 안정화 보상부의 블록도이고,

도 13은 종래의 풀클로즈 제어계의 블록선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에서는 상술한 풀클로즈 제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래 기술의 설명에서 진술한 「속도루프에서 발

생하고 있던 진동보다도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재발하는 현상」의 해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해석을 위해 우선 기계

공진특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기계공진특성을 갖는 볼나사와 너트 등의 기계구동계의 모델을 도 2a 내지 도 2c에 도시한다.

도 2a는 전동기 가속도에서 전동기의 각속도까지의 블록선도이고, 도 1의 속도피드백계를 통합하여 속도제어계로 나타내

면 이상과 같은 블록선도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동기의 축으로 기계 공진의 반력이 더해지므로 전동기의 각속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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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특성이 나타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도 2a에는 가속도와 각속도 사이에 2관성 공진특성의 블록이 들어가 있다. 이 2

관성 공진특성의 블록선도의 전달함수에는 분모다항식이 기계의 공진특성을 나타내며 분자다항식이 반공진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도면 중에서 ωs는 반공진각주파수, ωr은 공진각주파수이다.

도 2b는 전동기 가속도에서 기구의 가동테이블의 직동속도까지의 블록선도이며 진동부분의 2관성 공진특성을 2차의 전

달함수로 표기하고 있다.

도 2c는 도 2a 및 도 2b의 블록선도를 통합한 것으로서 전동기 가속도에서 전동기의 각속도까지와 동시에 가동테이블의

직동속도까지의 블록선도이다.

도 3은 도 2c의 모델에 있어서 풀클로즈 제어계를 구성한 예로서, 도면 중에서 속도제어계는 전동기의 각속도신호를 피드

백하여 구성하고 위치제어계는 직동위치신호를 피드백하여 구성한다. 도 4는 도 3의 개략화된 도면이다. 상술한 등가강체

옵서버 등에 의한 제진제어 등에 의해 속도제어계(10)의 2관성 공진계를 안정화한 경우 위치제어계에서 보면 속도제어계

(10)는 고응답이기 때문에 속도제어계의 전달함수를 1에 근사시키면 도 5의 블록선도를 얻을 수 있다. 도 5에서는 위치제

어루프에 ωa의 공진특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치루프게인을 크게 하면 ωa 부근의 주파수로 제어계가 진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5 중의 구동기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달함수에 있어서, ωr > ωs,

이므로,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되며,

수학식 1

ωa 의 진동주파수 부근에서는 수학식 2와 같이

수학식 2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도 5의 위치제어계는 도 6의 블록선도로 간략화할 수 있다. 위치지령에서 부하위치까지의 전달함

수를 계산하면, 수학식 3과 같이 된다.

수학식 3

수학식 3에 있어서 라우스 허위쯔(Routh-Hurwitz)의 안정조건을 계산하면 다음 수학식 4가 된다.

수학식 4

는 0.1 정도이므로 수학식 4에서 속도루프게인(Kv)에 상관없이 위치루프게인(Kp)값이 제한을 받는다. 이로써 풀클로

즈 제어계의 경우, 그대로는 세미클로즈 제어계에 비해 위치루프게인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첨부된다.

이상으로부터 본 설명의 해석에 의해 「속도루프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주파수보다 낮은 진동이 재발하는 원인」이 명확해

졌다(종래 기술의 과제 1을 해결할 수 있었다).

다음에 수식에 의해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속도지령에서 차속도(속도지령과 부하속

도의 차)까지의 전달함수를 계산하면, 수학식 5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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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는 0.1 정도이므로 수학식 5의 분자에 있어서 ωa 부근의 주파수에서는 수학식 6과 같은 근사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6

수학식 6에 의해 수학식 5는 수학식 7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7

수학식 7의 분자는 s의 2차식이므로 본 제1실시형태에서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차속도신호를 적분수단(3)에 의해 적

분하여 비례게인수단(1)에 의해 피드백게인(Kf)을 곱해 속도지령에 가산하여 새로운 속도지령으로 한다.

도 8에 있어서 속도지령에서 부하속도까지의 전달함수를 계산하면 수학식 8이된다.

수학식 8

수학식 8에서 피드백게인(Kf)에 의해 분모의 다항식인 s의 1차 항의 계수가 커지므로 공진특성이 덤핑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도 8에 있어서 속도지령에서 부하속도까지의 속도제어계의 바깥쪽에 풀클로즈의 위치제어계를 구성하면(미도시), 위치지

령에서 부하위치까지의 전달함수는, 수학식 9로 된다.

수학식 9

수학식 9에 있어서 라우스 허위쯔의 안정조건을 구하면, 다음 수학식 10이 되므로,

수학식 10

본 실시형태에 따르면 피드백게인(Kf)에 의해 위치루프게인(Kp)의 상한이 회복되고 이에 의해 진동의 재발 없이 위치루프

게인(Kp)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된다.

이로써 풀클로즈로 실질적인 위치루프게인을 높일 수 없는 문제(과제 2)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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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모터속도에서 직동위치신호까지는 기구의 적분특성에 의해 모터속도의 고주파성분이 충분히 감쇠

된다. 속도지령은 위치지령과 직동위치신호와의 차에서 만들어지며 나아가 적분처리후에 속도지령으로 피드백하기 때문

에 본 발명의 구성은 속도루프의 안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속도루프와는 독립적으로 위치루프게인

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찰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위치루프의 진동을 저감시켰을 때 속도루프의 진동이 발생하는 종래 기

술의 문제(과제 3)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에 전체 제어계의 구성에 대해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리니어스케일(미도시)이 출력하는 직동위치신호를 피드백하여 위치제어계를 구성하고 위치지령과 직동위치신호의

차에 위치루프게인(Kp)(11)을 곱해 제1속도지령으로 한다. 속도제어계(10)의 안정화 보상기(12)는 후술하는 제2속도지령

과 전동기(미도시)의 각속도신호와의 차를 입력하고 전동기와 전동기의 토크를 제어하는 수단(미도시)으로 이루어진 토크

제어장치(미도시)에 토크지령신호를 출력한다. 점선으로 나타낸 전동기의 제어부에 의해 제어된다.

제1속도지령신호와, 비례게인수단(Kf)(1)으로부터의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가산수단의 출력을 제2속도지령으로 한다. 미

분연산수단(2)은 직동위치신호를 미분연산하여 직동속도신호를 출력한다. 직동속도신호와 제2속도지령의 차신호를 적분

수단(3)에 의해 적분한 후 비례게인수단(1)에 입력한다. 비례게인수단(1)은 적절한 게인(Kf)을 곱해 제진신호를 출력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상태에서 위치루프게인을 높일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따른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한 위치루프 안정화 보상부의 블록도이다.

도 9에 도시한 제2실시형태는 도 13의 종래예에 새롭게 위치루프 안정화 보상부(18)를 조합한 풀클로즈 제어계이며, 구성

상에 있어서 도 13과 다른 점은 속도지령 보정신호(Vrh)를 출력하는 위치루프 안정화 보상부(18)와, 속도지령 기본신호

(Vrb)와 속도지령 보정신호(Vrh)를 합성하는 가산수단(19)이 추가된 것이다. 그 외에 도 13과 동일한 구성에는 동일한 부

호를 붙여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10은 도 9에 도시한 위치루프 안정화 보상부(18)의 상세블럭도로서, 30은 위상조절수단의 2차 로우패스필터이다. 속도

지령(Vr)과 부하위치신호(YL)를 미분회로(301)에서 미분연산한 부하속도(VL)와의 차를 감산회로(308)에서 취하고 그것

을 로우패스필터(30)에 입력한다. 발진주파수에 있어서 로우패스필터(30)의 출력신호가 입력신호보다 90°위상이 늦어지

도록 로우패스필터(30)의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로우패스필터(30)의 출력신호를 적절한 보상게인(Kf′)을 곱해 속도지령 보

정신호(Vrh)로 하고 가산기(19)에 의해 속도지령 기본신호(Vrb)에 가산한다.

이와 같이 제2실시형태에 따르면, 속도지령 기본신호(Vrb)에 포함되는 위치루프의 공진신호에 대해 속도지령 보정신호

(Vrh)로 부정하기 때문에 위치루프게인(Kp)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적분항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편차가 남지 않아

고정밀도의 위치결정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에 따른 위치루프 안정화 보상부의 블록도이다.

도 11이 도 10과 다른 점은 로우패스필터(30) 대신에 2차 로우패스필터와 1차 하이패스필터로 구성하는 밴드패스필터

(40)로 바꾼 것이다. 그 외에 도 10과 동일한 구성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한편 도 9는 공통적

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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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동작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속도지령(Vr)과 부하위치신호(YL)를 미분처리부(301)에서 미분하여 구한 부하속도(VL)와의 차를 밴드패스필터(40)에 입

력한다. 발진주파수에 있어서 밴드패스필터(40)의 출력신호가 입력신호보다 90°위상 늦어지도록 밴드패스필터(40)의 파

라미터를 설정하고 밴드패스필터(40)의 출력신호를 적절한 보상게인을 곱해 속도지령보정신호(Vrh)로 한다.

이와 같이 제3실시형태에서는 이 보상방식에 따르면 도 10의 경우에 비해 제진효과 외에 하이패스필터가 증가한 만큼 페

이스 흔들림 등의 부하위치신호에 나타나는 저주파수의 외란신호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 따른 위치루프 안정화 보상부의 블록도이다.

도 12와 도 10의 차이점은 속도지령(Vr)의 적분처리부(56)를 설치하여 밴드패스필터(57)는 1차 로우패스필터, 1차 하이

패스필터의 구성으로 한 점이다. 그 외에 도 11과 동일한 구성은 동일 부호를 붙여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속도지령(Vr)의 적분처리부(56)에서 적분연산한 신호와 부하위치신호(YL)의 차를 밴드패스필터(57)로 입력한다. 59는 감

산수단이다. 발진주파수에 있어서 밴드패스필터(57)의 출력신호가 입력신호와 같은 위상이 되도록 밴드패스필터(57)의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밴드패스필터(57)의 출력신호를 적절한 보상게인(Kf′)을 곱해 속도지령 보정신호(Vrh)로 한다.

이와 같이 제4실시형태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도 11에 비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로우패스필터가 1차이기 때문에

보상기의 구성과 파라미터의 조절이 간단해진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풀클로즈 제어계의 위치제어에 있어서 피드백게인(Kf)의 효과에 의해 진동의 재

발 없이 위치루프게인(Kp)을 세미클로즈 제어계와 동등한 값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속도지령 기본신호에 포함되는 위치루프의 진동신호에 대해 로우패스필터, 밴드패스필터 등의 위상조정수단을 이용

하여 조정한 속도보정신호에 의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루프게인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적분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편차가 남지 않고 단시간에 고정밀도의 위치결정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는 반도체 제조장치 등의 산업용 기계의 고속, 고정밀도 위치제어에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동기구에 장착한 직동위치 검출수단이 출력하는 가동테이블의 위치신호를 위치피드백신호로 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

치에 있어서,

상기 직동위치신호를 미분연산하여 직동속도신호를 출력하는 미분연산수단과, 속도지령신호와 상기 직동속도신호의 차를

연산하는 감산수단과, 상기 감산수단이 출력하는 차신호를 적분하는 적분수단과, 상기 적분수단의 출력신호를 입력하는

비례게인수단과, 상기 비례게인수단의 출력신호와 상기 속도지령신호를 가산하여 새로운 속도지령을 출력하는 가산수단

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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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전동기의 회전위치신호를 미분연산한 속도신호에 근거하여 속도를 제어함과 동시에 전동기로 구동되는 부하에 장착된 위

치검출기로부터의 부하위치신호에 근거하여 위치를 제어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부하위치신호를 미분연산하여 부하속도신호를 출력하는 미분연산수단과, 상기 부하속도신호와 속도지령신호의 차를

연산하는 감산수단과, 상기 감산수단이 출력하는 차신호를 로우패스필터에 입력함으로써 위상을 조절하는 위상조절수단

과, 상기 위상조절수단의 출력신호를 입력하는 비례게인수단과, 상기 비례게인수단의 출력신호와 상기 속도지령신호를 가

산하여 새로운 속도지령신호를 출력하는 가산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조절수단은 상기 감산수단이 출력하는 차신호를 밴드패스필터에 입력함으로써 위상을 조절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4.

전동기의 회전위치신호를 미분연산한 속도신호에 근거하여 속도를 제어함과 동시에 전동기로 구동되는 부하에 장착된 위

치검출기로부터의 부하위치신호에 근거하여 위치를 제어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에 있어서,

속도지령신호를 적분연산하는 적분연산수단과, 상기 부하위치신호와 상기 적분연산수단이 출력하는 적분신호의 차를 연

산하는 감산수단과, 상기 감산수단이 출력하는 차신호를 밴드패스필터에 입력함으로써 위상을 조절하는 위상조절수단과,

상기 위상조절수단의 출력신호를 입력하는 비례게인수단과, 상기 비례게인수단의 출력신호와 상기 속도지령신호를 가산

하여 새로운 속도지령신호를 출력하는 가산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기의 위치제어장치.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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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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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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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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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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