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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arrir Lyapunov function (BLF) 기반의 제어기
는 오차를 제한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BLF는 오차가
미리 정의된 경계 안에 있을 때만 정의될 수 있다. 오차가 경계
밖을 나갈 경우, BLF가 정의가 되지 않아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본 눈문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경계를 포함한 시변 경계를 제안한다. 시변 경계는 오차가 경계
밖으로 나가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제안된 기
법을 통해 전체 영역에서 오차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며 특이점
문제로 인한 피킹 현상을 해결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
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1. 서

     
   

  와  는 각각 모터 위치 지령과 각속도 지령이다. 기존 BLF
의 오차 경계 값을 포함한 향상된 시변 오차 경계 값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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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Barrir Lyapunov function (BLF) 기반의 제어기는 오차 제한
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1-2]. 하지만 기존의 BLF는 미리 정
의된 경계 값 내에서만 Lyapunov 함수가 정의된다는 문제가 있
다. 이는 외란에 의해 오차가 경계 값을 나갔을 경우 안정도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오차가 경계 값을 나갔을 때, 오차가 경
계 값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BLF의 경계 값을
포함한 향상된 경계 함수를 제안한다. 오차가 경계 값을 나갔을
경우, 오차가 다시 경계 값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특이점 문제에 의한 피킹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2. PMSM 모델링
Dq 변환을 적용한 PMSM의 상태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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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PMSM의 각도와 각속도다. 와  는 각각 d축 전류
와 q축 전류다.  와  는 d축 입력과 q축 전류다.  은 외부
부하 토크다.  는 PMSM의 관성,  는 마찰 계수,   
은 토크 상수, 와 는 각각 pole pair의 수와 자속이다.  은
위상 인덕턴스이다.  은 위상 저항이다.
3. 제어기 설계
3.1 시변 오차 경계값 설계
PMSM의 기계부 오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는 기존 BLF의 상수 오차 경계이다. 는 보다 작은 양의
상수이다. 위치 오차가   보다 작을 때는 기존 BLF와 같이
동작한다. 위치 오차가    보다 커질 경우 오차 경계 값이
오차에 따라 증가하기 시작한다. 식 (3)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
존 BLF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오차가 를 넘

어갔을 때, BLF로 인해 발생된 
항의 부호가 바뀌게 된
   
다. 이 때문에 오차가  안으로 다시 돌아 올 수 없다. 하지만
제안된 경계 값을 사용하면 부호가 바뀌지 않아 오차를 다시 경
계 값 안으로 보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안된 경계 값 함수는
오차와 시간에 대해 부드러운 함수이기 때문에 특이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기존 BLF는    일 때, 특이점 문
제가 발생하여 실제 실험 환경에서 피킹 현상이 발생한다. 마지
막으로, 제안된 경계값 함수를 사용하면 초기 오차가 경계 값
밖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2 향상된 BLF 제어기 설계
식 (3)을 사용하여 BLF 제어기를 설계한다.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식 (4)에 대해 다음과 같이 BLF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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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를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 1986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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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안정화하기 위해  를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7)

은 양의 상수이다. 식 (7)을 식 (6)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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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식 (9)를 미분하여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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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 기존 BLF 기반의 PMSM 위치 제어 실험 결과 (a) 위치
제어 성능. (b) 전류 지령 제어 성능.

 를 안정화하기 위해  를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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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BLF는     구간에서 지수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제안된 BLF는 모든 구간에서 지수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a)
4. 실험 결과
제안된 BLF의 성능을 보이기 위해 PMSM 드라이버 세트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ControlDesk software, SCALEXIO 실
시간 시스템, RapidPro가 사용되었다. 위치 지령은 그림 1과 같
다.

(b)
그림 3 제안된 BLF 기반의 PMSM 위치 제어 실험 결과 (a)
위치 제어 성능. (b) 전류 지령 제어 성능.
3. 결

론

그림 1 위치 지령.
기존 BLF를 적용한 실험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1초에
위치 지령이 바뀌므로 오차가 증가했지만 경계 값을 나가지 않
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3, 5, 7초에 지령 값이 크게 바뀜에
따라 오차가 경계 값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초에서
의 지령 변화량보다 크기 때문이다. 기존 BLF는 오차가 경계
값을 나갔을 때, 다시 경계 값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오차가 경계 값에 매우 근접하거나 같을 때 특이
점 문제에 따른 피킹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된 BLF를 적용한 실험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기
존 BLF와 같이 1초에 오차가 경계 값을 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3, 5, 7초에 기존 BLF와 같이 경계 값을 넘어갔지만, 제안
된 시변 경계 값 덕분에 빠르게 경계 값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BLF와 다르게 특이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피킹 현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된 시변 경계를 통해 오차가 미리 정의된 경계 밖으로 나
가도 경계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BLF와
달리, 제안된 BLF는 오차가 미리 정의된 경계에 근처에서 피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차가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오차를
경계 안으로 다시 밀어 주기 때문에 위치 제어 성능이 향상된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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