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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shape of the slit to provide a view of
the sensor in such a manner as to encode the rotor position
information using a single sensor for studies of economic rotor
position and speed detection method for electric motor drive has a
special electronic commutator bar-and proposes a robust encoder can
produce a rotor position information for each of the woman, and
reads out the location information by using the position detection
method of the proposed new method compared to traditional DSP
Capture function of incremental encoder that its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1. 서    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용 정밀 머신 툴, 산업 로봇, 고정밀 위치
제어장치와 같은 미소 단위로 이동하는 장비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물체의 이동 거리나 위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나 반도체 제
조장치 등에서 고정밀도로 위치제어를 행하는 기기들의 위치 변위 검출
에 대한 정확도는 제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1],[2],[3] 그러므로 이러한 기기에서 위치를 고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센싱 디바이스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여기서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
는 변위량 검출을 위해서는 자기식 엔코더(Magnetic encoder)보다는 광
학식 엔코더(Optical encoder)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범용 자
기식 엔코더는 주위환경에 영향을 덜 받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으나 높
은 분해능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매우 고가이므로 점점 고 정밀화
되고있는 센서에 적용하는 데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광학
식 엔코더는 먼지나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고 분해능을 달성함에
있어 많은 장점이 있는 동시에 경제적인 면에서 자기식 엔코더에 비해
저렴한 장점으로 인하여 디지털화된 산업용기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
다.펄스형의 여자전원에 의해 구동하는 특수기의 고효율 및 고성능 운전
을 위해서는 역기전력과 인덕턴스 프로파일에 동기화한 제어가 필수적
이므로 회전자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전동기의 회전자 위치검
출을 위한 센서로는 엔코더나 레졸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레졸버는
연속적인 회전자 위치와 속도를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
한 부가적인 회로를 필요로 하며, 절대치 엔코더는 회전자의 절대위치
검출에 대한 장점에 비해 부피가 크고,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대부분의 전동기구에서는 증분형 엔코더를 사
용하여 속도 및 회전자 위치를 검출하게 된다. 하지만 증분형 엔코더는
회전자의 초기 기동시에 절대위치를 검출하기 매우 어려워서 특히 견인
및 전기자동차용 구동부의 초기 기동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본 논문은 전자적 정류자를 가지는 특수 전동기 구동에 적합한 경제적
인 회전자 위치 및 속도 검출방식에 관한 연구로 기존의 3개의 센서의
조합에 의해 회전자 위치정보를 엔코딩 하는 방식이 아닌 1개의 센서를
이용하고, 센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슬릿의 형상을 바코드화 하여 각 상
의 여자를 위한 회전자 위치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인한 엔코더
를 제안한다. 제안된 엔코더는 3상 인버터의 기본 도통각인 60°의 기계
적인 분해능을 절대치 방식으로 검출하고, 각 구간의 정보를 펄스의 폭
을 달리하여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새로운 방식의 위치
검출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슬릿의 형상
을 가공하고 DSP(TMS320F28335)의 Capture기능 사용하여 위치 정보
를 판독하여 기존의 증분형 엔코더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기존의 광학식 엔코더
엔코더는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하는 여러 장치의 변위
(Displacement)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다. 직선 운동의 변

위량 측정에는 리니어 엔코더가 회전 운동의 변위량 측정을 위해서는
로터리 엔코더가 사용된다. 또한 검출 방식이나 출력 신호의 형태에 의
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광학식을 제외한 그 외의 엔코더는 범용
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 분해능의 엔코더로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기식 엔코더는 주위 환경에 대한 영
향을 덜 받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으나 높은 분해능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매우 고가이다. 이에 비해 광학식 엔코더는 먼지나 외부 환경 등
에 영향을 받기 쉽지만 고 분해능화 하는데 많은 장점을 가지며 디지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용이하고 또한 경제성이 우수하다.
회전 및 이동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는 FA 장치나 서보(Servo)제
어 등의 고성능 제어에 필수적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센서 중 회전
및 이동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저항의 변화로 그 값을 알아내는 리
졸버와 같은 아날로그 센서가 사용되었으나 경제성의 이유로 디지털 신
호식 엔코더로 기술 방향이 급속히 이행되었다. 광학식 엔코더의 슬릿인
회절격자는 홈(Groove)이나 구멍(Aperture) 등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파의 위상이나 진폭에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광학장치이다. 광
학 엔코더는 회절 격자(Diffraction grating)와 회절광 신호를 검출하는
리딩 헤드(Leading head)의 상대적인 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켜 그것들의 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며 이러한 전기
적인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기하학 마스킹(Masking), 무아레(Moire)
효과, 회절 및 간섭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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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학 엔코더의 구조 및 슬릿의 위치에 따른 형상 

그림 1은 광학식 엔코더의 구조와 슬릿의 위치에 따른 구명의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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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2.2 제안된 비대칭 타입 슬릿형 엔코더
기존의 특수전동기의 인버터 상스위치의 제어를 위한 저가형 엔코더
의 경우 다수의 포터 커플러나 홀 방식의 센서와 회전자 극수와 동일한
형태의 슬릿을 이용하여 회전자 위치를 검출하고 여자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자의 위치정보를 위한 절대신호를 다수
의 센서 신호의 조합에 의한 디지털 신호의 엔코딩 방식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주로 정보 인식을 위해 사용하는 바코드 타입의 슬릿을 이용
한 회전자 위치 정보 및 위치 추종이 가능한 엔코더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슬릿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하고
자 하는 슬릿의 신호는 크게 모드를 구분하는 기준신호와 실제 모드에
서 절대 정보를 나타내는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모드 1의 경
우 기준 신호 Ts 는 모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어 진다. 이후
입력되는 High 신호인 2Ts 와 Low 신호인 5Ts 신호는 모드의 1의 절
대 정보로 사용되어진다. 모드 1이 끝나고 다음 Ts 신호가 검출되면 모
드 2임을 인식할 수 있고 High 신호인 3Ts 와 Low 신호인 4Ts 신호를
검출하여 다음 위치 추종에 반영한다. 이와 같은 슬릿 신호의 주기는
DSP(TMS320C28335)의 Capture 기능 이용하여 충분히 검출이 가능하
다. 그림 3은 이와 같은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실제 제작한 슬릿을 나
타낸다. 그림 4는 제안된 바코드 타입의 슬롯을 이용한 엔코더의 검출
블록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제안된 비대칭 타입 슬릿형 엔코더 신호

<그림 3> 제안된 슬릿

<그림 4> 위치 검출 순서도

3.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대칭 타입의 슬릿을 이용한 회전자 위치 정

보 및 위치 추종이 가능한 엔코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증분형 엔코더와 비대칭 타입의 슬릿에 포토인터럽터(TLP822)를 장착
하여 비대칭으로 입력되는 신호를 읽어서 회전자 위치 정보 및 위치 추
종이 가능한 엔코더를 그림 5와 같이 제작하여 비교 검증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슬릿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DSP Controller(TMS320F2812)의
Capture 기능을 이용하였다. 그림 6과 7은 500rpm(8.3Hz) 및
1000rpm(16.6Hz)에서의 제안된 엔코더의 위치 추종과 상용 엔코더의 위
치 추종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6와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제
안한 비대칭 타입의 슬릿을 이용한 엔코더의 파형이 증분형 엔코더의
파형과 같이 속도와 위치를 추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실험장치 구성

<그림 6> 500rpm 추종 파형 

  

<그림 7> 1000rpm 추종 파형 

4. 결    론

본 논문은 전자적 정류자를 가지는 특수 전동기 구동에 적합한 경제
적인 회전자 위치 및 속도 검출방식에 관한 연구로 1개의 센서를 이용
하고, 센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슬릿의 형상을 바코드화 하여 각 상의 여
자를 위한 회전자 위치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인한 엔코더를 제
안하였다. 제안된 엔코더는 3상 인버터의 기본 도통각인 60°의 기계적인
분해능을 절대치 방식으로 검출하고, 각 구간의 정보를 펄스의 폭을 달
리하여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증분형 엔코더와 DSP의 Capture기능
사용하여 위치 정보를 판독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위치 검출기법의 바코드타입의 슬릿형 엔코더가 기존의 증분형 엔코더
와 동일한 위치 및 속도를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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