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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Vector Regression을 이용한 서보 시스템의
기계적 상수 추정
趙慶來, 石줄기✝

Mechanical Parameter Identification of Servo Systems
using Robust Support Vector Regression
Kyung-Rae Cho and Jul-Ki Seok
요 약
서보 시스템의 전체 제어 성능은 기계적 상수의 변화와 부하 토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므로 서보 시스템
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계적 상수와 부하 토크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Support Vector
Regression(SVR)을 이용한 기계적 상수와 부하 토크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된 SVR 알고리
즘이 서보 시스템의 기계적 상수와 부하 토크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overall performance of AC servo system is greatly affected the uncertainties of unpredictable mechanical
parameter variations and external load disturbances. To overcom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know
different parameters and load disturbances subjected to position/speed control. This paper proposes an on-line
identification method of mechanical parameters/load disturbances for AC servo system using support vector
regression(SVR).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SVR algorithm is appropriate for
control of unknown servo systems even with time-varying/nonlinear parameters
Key Words : Support vector regression, system identification, robust speed control, load torque estimator

1. 서 론
최근의 산업용 서보 구동 응용 분야에서는 전 운전
영역에서 위치 추종에 대한 높은 정밀도와 빠른 응답
특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위치 추종에 대한 속응성
과 정밀도의 문제는 속도 제어기의 응답 특성과 연관
지어 고려해야만 한다. 속도 제어기의 응답 특성은 속
도 제어기의 이득(Gain) 설정과 속도 제어기의 형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속도 제어기의 이득 설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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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부하를 포함한 시스템의 전체 관성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부하 토크는 시스템의 속도 응답 특성
을 나쁘게 하여 위치 추종에 대한 빠른 응답 특성과
높은 정밀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경우 정
확한 부하 토크를 알 수 있다면 토크 전향 제어를 통
하여 부하 변화에 강인한 속도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
다[1]. 마찰은 기계적인 시스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
장 대표적인 비선형적인 요소이다. 고정밀도 위치 추
종을 요구하는 서보 시스템에서 저속 영역의 마찰은
제어 성능을 심각하게 악화 시킬 수 있으며 이를 보상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마찰 토크를 알 필요가 있다.
특히 마찰 토크가 큰 시스템에서 정확히 마찰 토크를
추정하면 제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2].
지금까지는 넓은 속도 영역에서 고성능 속도 제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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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관성, 마찰 토크 및 부하 토크의 변화를 외란으
로 간주하고 외란 관측기를 이용하여 기계적 상수와
[3]
부하 토크를 추정하고 이를 제어기에 반영해주었다 .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상수와 부하 토크 변화를 제어
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란 관측기의 시정수가 작아
야 하지만 관측기의 시정수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외
란 관측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속도 정보가 정확치
않은 저속 영역이나 잡음 환경 하에서 속도 미분 값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상수와 부하 토크를 추정하게
면 부정확한 추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외란
관측기들 중의 일부는 추정하고자 하는 기계적 상수
이외의 다른 상수 값을 정확히 알고 있다거나 거의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모델을 간략 화하는 문제점이
[4]
있다 .
최근의 비선형적인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
서 신경망(Neural Network)은 서보 시스템의 기계적
상수를 추정하는데 매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였다
[5-7]
. 그러나 신경망은 국부해(Local Minimum)를 찾을
가능성이 있고, 신경망의 은닉 노드의 개수 선정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어 시행착오를 통해 선정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학습 알고리즘
으로 주목 받고 있는 Support Vector Machine(SVM)
을 이용하여 산업용 서보 시스템의 기계적 상수와 부
하 토크를 추정하고자 한다. SVM은 Vapnik에 의해
제안된 통계적 학습 이론에 기반한 학습 이론으로써
종래의 학습 알고리즘에서 볼 수 없는 여러 독특한 특
징들과 더불어,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
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습 알고리즘들은 ‘경험적 위험
최소화 방법’ (Empirical Risk Minimization-ERM)을
사용하여 일반화의 성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들어
내었다. 이러한 ERM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통계적 학습 방법(Statistical Learning Method)이 가
[8]
진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SVM이다 .
SVM은 기존의 통계적 학습 방법들에서 이용되는
ERM과는 다른 ‘구조적 위험 최소화 방법’ (Structural
Risk Minimization - SRM)을 이용하여 일반화 에러
(Generalization Error)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
[8-10]
다
. 또한, 신경망이나 방사형 기저 함수망(Radial
Basis Function Network)과 같은 기존의 학습 알고리
즘처럼 SVM 역시 패턴 인식과 같은 분류
[11,12]
비선형 회귀(Nonlinear
(Classification) 문제나
[13-15]
Regression)와 같은 함수 근사
등 다양한 일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SVM이 함수 근사에 사용될 때 Support Vector
[13,14]
. 제안된 SVR 알고리즘
Regression(SVR)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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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보 시스템에 구현되어져 온라인 데이터로부터 기
계적 상수와 부하 토크를 추정한다. 제안된 추정방법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용 400[W]급 서보 전
동기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수행하
였다.

2. Support Vector Regression
훈련 데이터           ⊂  ×  가 주어
져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N은 훈련 데이터의 개수,
 는 입력 벡터,  는 출력 벡터,  는 입력 공간  을
나타낸다. Vapnik이 제안한  -SV regression[9]는 모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목표 값  들로부터 최고
 (무감각 모수, Insensitive Parameter) 만큼의 편차 내
에 있으며 가능한 작은 크기의  을 가지는 함수 f(x)
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보다 작은 훈련 데이터의 오
차는 무시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선형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1)

여기서 ⋅ ⋅ 은 입력 공간에서 내적을 나타낸다.
가장 작은 크기의  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볼록
최적화 문제(Convex Optimization Problem)를 구성할
수 있다.

   

      ≤ 
         ≤ 




(2)

그러나  -tube 바깥에 훈련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식
(2)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tube 바깥에 훈
련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tube 바깥에 훈련 데이터
가 존재해도 볼록 최적화의 문제가 성립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슬랙 변수(Slack Variable)    을 도입하
여  -tube 바깥에 훈련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도록 볼
록 최적화의 문제를 새로 구성하면 식 (3)과 같다.



     

 
      ≤   

         ≤   
   
≥
  




(3)

여기서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상수 C는 함수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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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바깥에 있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 허용
범위, 즉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한다. 식 (3)의 볼록 최
적화 문제에서  -Insensitive Loss Function   이 사
용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

그림 1은 식 (4)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tube 내에 있는 어두운 부분의 데이터는 코스트
(Cost)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tube 밖에 데이터는
길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코스트에 기여한다. 식 (3)의
최적화 문제는 Dual Formation에서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14], 식 (3)을 Dual
Optimization 문제로 나타낸 후 해를 구하면 식 (5)과
같다.


   

      







(5)

식 (5)의 선형 SVR 알고리즘은 커넬(Kernel) 함수
를 이용하여 비선형 확장 할 수 있다. 입력 공간에 있
는 훈련 데이터를 비선형 사상 함수  을 이용하여 차
원이 높은 자질 공간(Feature Space)으로 사상 시킨
후   → 자질 공간에서 선형 함수 근사 하고 다
시 입력 공간으로 비선형 사상을 하게 되면 비선형 함
수 근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비선형 사상 함수를 커
넬 함수라 한다. 그림 2는 커넬 함수를 이용하여 차원
이 높은 자질 공간으로의 사상과 비선형 함수 근사의
관계를 보여준다. 커넬 함수를 이용하여 비선형 함수
근사를 하게 되면 식 (5)의 회귀 함수는 식 (6)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비선형 함수 근사를 가능하게 하는 커넬 함수는 현
재 여러 개가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사용되는 커넬 함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6].
Linear kernel :    ⋅

 

 

   

그림 2 커넬 함수를 이용한 비선형 함수 근사
Fig. 2 Nonlinear function approximation using Kernel
function



       

(6)

(7)

Polynomial kernel of degree d :

     ⋅     



RBF kernel :       




(8)

    

 

(9)





(10)

ERBF kernel :       




3. 기계적 상수 추정을 위한 SVR모델의 구성
3.1 관성 추정을 위한 SVR모델의 구성
일반적으로 서보 시스템의 기계 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11)

 

여기서, Te(t)는 전동기 토크, Kt는 토크 상수, iqe는
동기 좌표계상의 토크분 전류, Jm은 관성 계수, TB(t)
은 마찰 토크, TL(t)는 부하 토크,    은 전동기
회전자의 각속도를 나타낸다.
식 (11)에서 마찰 토크/부하 토크가 없다고 가정하
면 식 (12)와 같다.

  
그림 1
Fig. 1

 -insensitive
 -insensitive

loss function
loss function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12)

여기서, TJm은 관성에 의해 발생되는 전동기 토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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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그림 3은 식 (12)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마찰 토크/부하 토크가 없을 때 관성과 인가된 토크
면적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동일한 속도 변
화를 위해서 큰 관성은 큰 토크 면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식 (12)를 적분형으로 바꾸면 식 (13)과 같다.






  △

(13)



식 (13)으로부터, 관성은 속도 차와 그 때 인가된 토
크면적의 함수인 것을 알 수 있다.


   △














(14)

식 (14)에서 DSP가 이산 적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분은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5)

여기서, Ts는 샘플링 주기를 나타낸다.
식 (15)로부터 SVR 관성 모델은 두 개의 입력 벡터
(속도 차, 토크 합)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문제를 간략 화하기 위해 속도 차를 30[rad/sec]
으로 고정하여 한 개의 입력 벡터를 가지게 하고 2배,
6배, 11배, 21배의 4개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SVR
관성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운전 상황에서 온라인 데
이터로부터 속도 차가 30[rad/sec]의 변화가 있을 때
마다 관성을 추정하였다. 만약 시스템에 마찰 토크/부
하 토크가 존재한다면, 전동기 토크에 마찰 토크/부하
토크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관성 추정이 어렵
다. 이럴 경우 그림 4와 같은 대칭적인 속도 지령을
전동기에 인가하여 전동기 토크로부터 마찰 토크/부하

그림 4 초기 마찰 토크/부하 토크 영향 제거를 위한 속
도 지령
Fig. 4 Symmetry velocity profile to reject initial
disturbance effect

토크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정확한 관성 추정이 가능
하다. 그림 4에 보이는 속도 지령은 두 구간으로 구분
될 수 있는데, 각각 가속 구간 ∼  , 감속 구간

 ∼  이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마찰 토크는
방향성이 있어서 정지 상태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
타난다. 따라서 가속 구간 또는 감속 구간 한주기의
전동기 토크를 합하면 마찰 토크는 전동기 토크에서
제거되어 식 (16)과 같다.


 





    

 

  

 

    
(16a)







  



여기서,          이다.




  

    

  

  

  

   

(16b)





  

  

  

여기서,              이다.

초기 부하 토크가 일정하다면, 가속 구간의 전동기
토크의 합과 감속 구간의 전동기 토크 합의 차를 구하
면 식 (17)과 같이 나타나며 이는 전동기 토크에서 마
찰 토크/부하 토크가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인가된 토크 면적과 관성과의 관계
Fig. 3 Relation between applied torque area
and ine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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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또한 가속 구간의 전동기 토크 합과 감속 구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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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토크 합의 합을 구하면 식 (18)과 같이 초기 부
하 토크를 알 수 있다.






  











  

  

         





  





   

  


(18)











  

델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정한 모델을
이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각속도와 그 때의 마찰 토크를 각각 SVR 학습 시
입력 벡터와 출력 벡터로 사용하여 마찰 토크 모델을
구성하였다. 서보 시스템에서 정속 운전 시 발생하는
전동기 토크는 식 (11)에 의해 마찰 토크와 부하 토크
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다.
결국 대칭적인 속도 지령을 이용하여 마찰 토크/부
하 토크의 영향을 배제한 관성에 의한 전동기 토크를
구하여 정확한 관성 추정이 가능하며, 초기 부하 토크
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관성과 부하 토크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전동기가 정확하게 속도 지령
을 추종하기 어렵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정확하게 속
도 지령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적인 속도 형태
만 나타나게 하여 정확한 관성을 추정하고 초기 부하
토크를 구하는데 있다. 정확한 관성이 추정되고 초기
부하 토크를 알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속
도 제어기 이득설정과 마찰 토크 모델 및 SVR 부하
토크 추정기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 상황에서
위치/속도 추종에 대한 높은 정밀도와 빠른 응답특성
을 기대할 수 있다.
3.2 마찰 추정을 위한 SVR 모델의 구성
기계 시스템의 대표적인 비선형 요소인 마찰 토크는
저속 영역에서 서보 시스템의 성능을 심각하게 악화시
킨다. 저속 영역에서의 큰 마찰 토크는 스틱 슬립
(Stick-Slip) 현상을 발생시켜 비교적 큰 위치 에러 및
정착 시간의 지연을 야기 시킨다. 회전 속도 및 마찰
점성에 따른 비선형 마찰 토크의 특성은 비선형 마찰
의 정특성과 동특성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마찰 토크의 추정 방법은 이러한 비선형 마
찰의 특성을 특정한 수학적 모델로 고려하고[17], 이 수
학적 모델에 근거하여(Model-Based Approach) 추정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모델을 너무 간략하게
선택한다면 큰 모델링 에러로 인하여 일반화 성능이
악화되며, 모델을 너무 복잡하게 선택하면 모델 상수
의 추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실제 시스템의 구현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특정한 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추정법(Model- Free Approach)이 마찰 토크 추정에는
적합한 방법이다. SVR을 통한 추정 방법은 특정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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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여기서 부하 토크를 식 (18)을 이용하여 전동기 토
크에서 빼면 특정한 속도에 대한 마찰 토크를 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실험을 통하여 여러 속도에서 반복적
으로 마찰 토크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훈련 데이터
를 수집할 수 있다.
                    
(20)

오프-라인으로 11개의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SVR 학습 방법을 통해 SVR 마찰 모델을 구성하고,
이 SVR 마찰 모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마찰 토
크를 추정하고 그 값을 전향 보상한다.
3.3 SVR을 이용한 부하 토크 추정기
식 (11)의 서보 시스템의 기계 방정식을 z-변환하면
식 (21)과 같다.
   

               


(21)

a, 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 (21)을 이산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2)

훈련 데이터 수집 시 마찰 토크 모델에 의해서 정확
히 마찰 토크 추정이 가능하고 부하 토크가 일정하다
면 식 (22)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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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기서 a, b는 관성, 샘플링 주기, 토크 상수로부터
계산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 데이터로부터 SVR
학습을 통하여 추정된다. 식 (23)의 관계로부터 입력


벡터        
     , 출력 벡터     
로 하고 선형 커넬을 사용하여 SVR 학습을 수행하였
다. 훈련 데이터는 속도 지령을 계단 변경했을 때의



응답에서 50개를 수집하였으며, 식 (6)에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24)

   
   









 을 이용하여 부하
SVR 학습을 통하여 추정된 
토크가 변하는 운전 상황의 회전자 속도를 추정하면
식 (25)와 같다.

     
            

       
     
 

(25)

  는 마찰 토크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여기서, 



식 (22)와 (25)에서 실제 값   와 추정한 값 
가 같고 마찰 토크 모델에 의해 추정된 마찰토크가 실
제 마찰 토크와 같다면 실제 속도  과 추정한 속도

  은 정확히 같아야만 하며 두 속도가 다르다면, 부
하 토크의 영향에 의한 오차이다. 식 (25)에서 (22)를
빼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학습률이다.
적절한 학습률을 정하는 것은 부하 토크 추정 성능
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아직까지 학습률을
정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다. 다만 학습률이 크면 수렴
시간은 빠르나, 노이즈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관성이 작은 전
동기에 학습률을 크게 하면 추정된 부하 토크의 작은
오차에도 전동기 속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반대로
관성이 큰 전동기는 추정된 부하 토크 오차의 영향이
속도에 비교적 작게 나타나게 되며, 큰 관성으로 인하
여 큰 부하 토크가 전동기에 인가되더라도 속도의 변
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하 토크에 의한 속도 오차가
작으므로 학습률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학습률을 관
성에 비례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부하 토크 추정
기에서 관성에 대한 학습률의 이 같은 특징들은 P 속
도 제어기의 이득이 관성에 비례하는 것과 같은 특징
을 가지며, 식 (28)의 구조 또한 속도 오차로부터 토크
지령을 만드는 P 속도 제어기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
나 추정된 부하 토크가 속도 제어에 이용되기 위해서
는 부하 토크 추정기의 응답 속도가 속도 제어기의 응
답 속도 보다 빨라야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6)

을 P 속도 제어기 이득의 6배로 설정하였다.

        
    이다.
여기서 

   ×  × 

따라서 부하 토크는 다음과 같이 반복적인 업데이트
로 구할 수 있다.




               

(27)

 


      

          


(28)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그림 5 부하 토크 보상을 위한 제어 블록도
Fig. 5 Control block diagram for load torque compensatio

(29)

그림 5는 마찰 토크 모델과 SVR 속도 모델을 이용
하여 마찰 토크/부하 토크를 추정하고 이를 전향 보상
하는 블록선도 나타내고 있다. 부하 토크는 실제 속도
와 추정 속도의 차를 이용하여 실제 속도와 추정 속도
가 같아지도록 부하 토크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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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마찰 토크 모델에 의해 추정된 마찰 토크를
SVR 속도 모델의 마찰 토크 항에 대입한다. 추정된
마찰 토크/부하 토크는 전향 보상된다.
3.4 SVR 학습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 커넬 함수의 선택은 모델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성 모델과 부하 토크
추정기의 모델은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선형
커넬을 사용하였다. 마찰 토크는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비선형 커넬 함수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회전 속도 및 마찰 점성에 따른 비선형 마찰 토크
는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비선형 커넬 함수 중에 구현
하기 쉽고, 비교적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RBF 커넬을 이용하여 마찰 토크를 모델링 하였다.
․ C는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일반적
으로 C가 작을수록 보다 간단한 모델을 선호하게
되는 효과를 지니게 되며 C를 무한대에 값에 가까
이 설정하게 될 경우, 모든 훈련 데이터의 학습 에
러를 작게 하는 모델 즉 복잡한 모델을 만들게 된
다.
그림 6과 7은 같은 훈련 데이터에 대해 다른 C를
적용하여 SVR 학습한 경우에 만들어진 모델이다.
같은 훈련 데이터에 대해 C를 크게 설정한 그림 7
의 SVR 학습 결과가 그림 6의 학습 결과보다 복잡
한 모델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만약 훈련 데이
터에 노이즈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면 학습 에러
가 가장 작은 것이 일반화 에러도 가장 작음을 뜻
한다. 그러나 훈련 데이터에 노이즈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학습 에러가 작다고 하더라도 일반화 에러
는 커지기 때문에 C를 작게 하여 모델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C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모델이 너무 단순해져 실제 시스템을 제대로 표현
하지 못하여 일반화 에러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적
절한 C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모델의 복잡도를 조
정할 뿐만 아니라 SVR의 일반화 성능도 높이는 효
과를 가지게 된다. 현재 C를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들이 활발히 연구되어 훌륭
한 연구 성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며, 본 논문에서는
Vladimir Cherkassky et al.가 제안한 방법[18]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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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를 작게 설정했을 때 훈련결과
Fig. 6 Training result for small parameter C

그림 7 C를 크게 설정했을 때 훈련결과
Fig. 7 Training result for large parameter C

여기서,  와  는 각각 훈련 데이터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  은  -tube의 폭을 결정하는 요소로써 훈련 데이
터의 노이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값에 따
라 SVR 회귀 함수를 구성하는 지원 벡터의 개수에
영향을 준다.  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원 벡터의 개
수는 작아지며, 이  은 C와 다른 형태로 모델의 복
잡성에 영향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Vladimir
Cherkassky et al.가 제안한 방법[18]에 따라 훈련 데
이터에서 노이즈의 분산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을 정하였다.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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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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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최소자승오차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선형 커넬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성 모델과 부하 토크 추정기를 위한 속도
모델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비선형 RBF
커넬을 사용하는 마찰 토크 모델은 최적의 마찰 토
크 모델이 생성되도록 시행착오를 통하여  을 정하
였다.
․ 마찰 토크를 모델링할 때 비선형 RBF 커넬이 사
용되었는데, SVR 학습 시 RBF 커넬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학습 전에 방사형 기저 함수의 폭(RBF
Width Parameter)을 결정하는 p를 선정해야만 한
다. p는 훈련 데이터의 입력 범위를 이용하여 근사
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8]. 보통 일차원 입력 벡터를
가질 경우는  ∼      ×    로 선정하며,
d-차원의 입력 벡터를 가질 경우는  ∼    
로 선정한다. 여기서 d개의 입력 벡터는 [0,1]로 스
케일링한다. 본 논문에서 마찰 토크 모델은 일차원
입력 벡터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
정하였다.
   ×   

(33)

․ 식 (6)과 같은 SVR 회귀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는 식 (3)의 볼록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해야만 한
다. 이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해를 구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Interior
[19]
Point Algorithm을 구현한 상용 LOQO 를 사용하
여 볼록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였다. Interior
Point Algorithm이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간략히 살펴
보면, 식 (3)과 같은 Primal Form의 볼록 최적화의
문제를 Dual Form으로 바꾼 후 해를 구한다. 이 때
볼록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은 비선형 시스
템의 해를 구하는 것이므로 직접 해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화하고
Predictor-Corrector 방법을 도입하여 선형화된 시스
템의 해를 구한다. Interior Point Algorithm은 볼록
최적화 문제의 해를 한 번에 정확한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μ에 대해서 선형화된 시스템의
가능해(Feasible Solution)를 구하고 μ를 점차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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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nterior point algorithm의 순서도
Fig. 8 Flow chart of primal-dual interior point
algorithm

가면서 최적해를 찾아 가는 방법이다. PredictorCorrector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여진 가능해가 얼마
나 최적해에 근접하였는가는 Duality Gap을 이용하
여 판단한다. Interior Point Algorithm의 간략한 순
서도는 그림 8과 같다.

4.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400[W]급
서보 전동기를 대상으로 MATLAB/Simulink로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스위칭 주파수는 10[KHz], 전류
제어기와 속도 제어기의 샘플링 주기는 각각 50[μs],
200[μs]로 설정하였다. 표 1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서
보 전동기의 주요 상수들을 나타낸다. 그림 9는 10배
의 전체 관성을 가지는 시스템에 대해 속도 지령을
0[r/min]에서 1000[r/min]으로 계단 변경했을 때 SVR
관성 모델의 추정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정격 토크의
25%에 해당하는 부하 토크와 정격 속도에서 10%의
마찰 토크가 존재할 때 초기 제어기 이득은 입력된 관
성이 오차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전체 관성의 20%
로 설정하였다. (a)에서 초기 부하 토크와 부정확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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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보 전동기 상수
Table 1 RATINGS AND KNOWN PARAMETER OF SERVO MOTOR
UNDER TEST

3-phase, 220[V], 400[W], 8 Poles
정격 속도

3000 r/min

토크 상수

0.332 Nm/A

자체 관성

3.6×10

-5

2

Kg-m

성 설정으로 인하여 계단 지령에 대한 속도 응답이 심
한 오버슈트/언더슈트를 유발하지만 그림 4와 같은 대
칭적인 속도 지령을 인가하여 전동기 토크에서 부하
토크/마찰 토크를 제거하여 정확한 관성을 추정함으로
써 오버슈트/언더슈트 없는 우수한 속도 응답 특성을
얻을 수 있다. (b)에서 SVR 관성 모델을 이용하여 서
보 시스템의 전체 관성을 추정하여 제어기 이득을 조
정함으로써 초기 부정확한 관성 정보로 인해 잘못된
제어기 이득을 설정하였을 때보다 빨리 전동기 토크가
정상 상태에 수렴하고 있다. 정상 상태에서 전동기 토
크에 옵셋이 존재하는데 이는 서보 시스템에 마찰 토
크/부하 토크가 있음을 의미한다. (c)에서는 마찰 토크
/부하 토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SVR 관성 모델이
정확하게 실제 관성인 10배 관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림 10은 관성이 0.1초에 자체 관성의 6배, 0.7초에
자체 관성의 11배, 1.3초에 자체 관성의 21배로 변할
때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제어기는 초기에 자
체 관성의 2배로 설정하였으며, 마찰 토크/부하 토크는
인가하지 않았다. 만약 마찰 토크/부하 토크가 존재한
다면 SVR 마찰 모델과 식 (18)을 이용하여 마찰 토크
/부하 토크를 보상할 수 있다. (a)에서 관성의 변화를
제어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관성이 제어기
에 설정된 관성과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점점 더 심한
오버슈트/언더슈트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SVR 관성 모델을 이용하여 관성의 변화를 추정하고제
어기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오버슈트/언더슈트 없는 우
수한 속도 응답 특성을 얻을 수 있다. (b)에서는 관성
의 변화를 추정하여 제어기에 반영함으로써 전동기 토
크가 빠르게 정상 상태에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c)에서 나타난 것처럼 SVR 관성 모델이 정확하
고 빠르게 실제 관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림 11은 0.1초부터 1000[r/min]으로 정속 운전하는
전동기에 초기 25%의 부하 토크가 0.4초에 50%, 0.8초
에 0%로 변동하였을 경우 응답을 나타낸다. (b)의 속
도를 확대한 파형에서 SVR 부하 토크 추정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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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하 토크를 추정하여 전향 제어 하지 않을 경우
에는 부하 변화 시 큰 속도 변동과 긴속도 회복 시간
이 필요하지만 부하 토크를 전향 제어할 경우는 비교
적 작은 속도 변동과 짧은 속도 회복 시간을 가지는
부하 변화에 강인한 속도 응답을 얻을 수 있다. (c)에
서 추정된 부하 토크를 전향 제어함으로써 전동기 토
크가 빠르게 정상 상태에 도달하며, (d)는 SVR 부하
토크 추정기가 빠르고 정확하게 실제 부하 토크를 추
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초기 정격 토크의 25% 부하 토크와 10%의 마찰 토크
존재 시 관성 추정 (a)속도 지령/실제 속도
(b) 전동기 토크 (C) 추정된 관성
Fig. 9 Initial inertia estimation result under 25% rated
static load and 10% rated friction torque
(a) Velocity command/feedback (b) Motor torque
(c) Estimated inertia

그림 10

관성 변화에 대한 응답 (a)속도 (b) 전동기 토
크 (c) 추정된 관성
Fig. 10 On-line inertia estimation result under
stepwise inertia variation (a) Velocity
feedback (b) Motor torque (c) Estimated ine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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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하 변화에 대한 외란 보상 특성



     →     →



(a)속도 (b)확대한 속도 (c)전동기 토크
(d)실제 토크/추정 토크
Fig. 11 Comparison results on load torque compensation
performance          →         →  
 



그림 12 관성 추정/부하 토크 추정을 위한 서보 시스템
및 관성 부하
Fig. 12 Servo system and load inertias for inertia/
load torque estimation



(a)Velocity feedback (b)Velocity feedback with
magnified vertical range (c)Motor torque
(d)Applied and estimated load torque

4.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amsung-Rockwell사의 CSD3 400[W]급 서보 구동
장치에 SVR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220[V], 400[W]급
서보 전동기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2는
관성 추정 실험과 부하 토크 추정 실험을 수행하기 위
해 연구실에서 구성한 실험 장치로, 관성 추정 실험은
실험 장치에서 한쪽 전동기를 분리하고 대신 관성 부
하를 전동기에 연결하여 관성 추정 실험을 수행하였
다. 매 실험마다 관성 비는 고정되어 있으며, 관성 부
하는 전동기 자체 관성의 1배에서 20배로 다양하게 변
화시키며 서보 시스템 전체 관성을 추정하였다. 부하
토크 추정 실험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전동
기를 직결하고 각각에 서보 구동 장치를 연결해서 한
쪽시스템은 속도 제어를 하고 다른 쪽 시스템은 부하
토크를 인가하여 부하 토크 추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3은 마찰 토크 추정 실험을 수행한 볼 스크루
시스템이다. 각 실험에 사용된 서보 구동 장치의 CPU
는 120[MHz] 클록으로 동작하는 TMS320VC33 DSP
를 사용하였으며, 속도 정보를 위해 전동기 축에
1024[p/r]의 분해능을 가지는 엔코더를 연결하였다. 실
험 조건은 시뮬레이션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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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마찰 토크 추정을 위한 볼 스크루 시스템
Fig. 13 Screwball system for friction torque test

4.1 관성 추정
그림 14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집된 훈련 데이터로
부터 SVR 학습을 통하여 만들어진 SVR 관성 모델이
며, 실험에서도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SVR 관성 모
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습 시 선형 커넬을 사용하
였으며 C,  는 식 (30)과 (32)에 의해서 각각 34.6, 0.5
이다.
그림 15는 그림 14의 SVR 관성 모델을 이용하여 관
성을 추정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실험에서
자체 관성의 20배에 해당하는 관성 부하가 전동기 축
에 직결되어 있으며, 초기에 속도 제어기의 이득을 자
체 관성의 4배로 설정하였다. 속도 지령을 0[r/min]에
서 1000[r/min]으로 계단 변경하였을 때 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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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관성 추정을 위한 SVR 모델
Fig. 14 SVR model for inertia estimation

그림 15 20배 관성 부하에 대한 추정 실험 결과
Fig. 15 Experimental results of moment of inertia adaptation under 20 times load inertia

속도 응답, 속도 응답을 확대한 파형, 전동기 토크 및
추정된 관성을 나타낸다. 속도 응답을 확대한 두 번째
파형에서 관성 추정을 하기 전에는 약 100[r/min]의
오버슈트가 일어나지만 관성 추정이 시작되자마자 오
버 슈트가 사라지며, 세 번째 토크 파형에서 관성 추
정이 시작되고 난 후에 전동기 토크가 정상 상태에 수
렴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관
성 추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실
험에서 마찰 토크는 매우 작으며 부하 토크는 인가하
지 않았다
4.2 마찰 토크 추정
그림 16은 실험을 통해 수집된 훈련 데이터로부터
SVR 학습을 통하여 만들어진 마찰 토크 모델이다. 학
습 시 비선형 RBF 커넬을 사용하였으며 C, p는 식
(30)과 (33)에 의해서 각각 0.1, 0.105,  은 최적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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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마찰 토크 추정을 위한 SVR 모델
Fig. 16 SVR model for friction torque estimation

(a)

(b)
그림 17 비선형 마찰 토크에 대한 서보 시스템의 응답
(a)기존의 위치 제어기의 경우
(b)제안된 방식의 경우
Fig. 17 Servo system reponses for Nonlinear friction
torque (a)Conventional position control
(b)Proposed posi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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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통해 0.002로 설정하
였다. 그림 17은 2배의 관성 부하를 가지는 볼 스크루
시스템의 비선형 마찰 토크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다.
위에서부터 속도 응답, 위치 에러, 전동기 토크 및
SVR 모델을 이용한 마찰 토크를 모니터링한 파형을
보이고 있다. 마찰 토크의 보상이 없는 상용 위치 제
어기인 (a)의 경우는 비선형적인 마찰 토크 때문에 저
속 영역에서 위치 추종 특성이 나빠져서 정착 시간이
오래 걸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방식인 (b)의
경우는 (a)의 제어기에서 그림 16의 SVR 마찰 토크
모델을 이용하여 속도 지령에 대해 마찰 토크를 추정
하고 추정된 값을 전향 보상하였다. 그 결과 위치 에
러와 전동기 토크가 마찰 토크 전향 보상 없는 상용
위치 제어기에 비하여 훨씬 빨리 정상 상태에 수렴하
고 있으며 위치 에러가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데 상용
위치 제어기에 비해 약 2초 정도 단축되었다.
4.3 부하 토크 추정
부하 토크 추정기를 구성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
해 수집된 훈련 데이터로부터 선형 커넬을 사용하여
속도 모델을 만들었으며 C,  은 식 (30)과 (32)에 의해
서 각각 147.6, 0.01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부하 토
크 추정기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부하 토크 추정기
와 동일하다. 그림 18은 일정속도 1000[r/min]으로 회
전하는 전동기에 부하 토크를 정격 토크의 0%에서
50%로 계단 변경하였을 경우의 외란 보상 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a)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해 잘 튜닝
된 관측기를[20] 이용하여 부하 토크를 추정하고 이를
전향 제어 한 경우로, 임팩트 부하에 대해 속도 응답
특성이 비교적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측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성 등 관측기 모델 상수가 정확
해야 하며, 관측기 이득에 따라 관측기 동특성이 달라
지는 문제점이 있다. (b)는 SVR 부하 토크 관측기를
이용하여 부하 토크를 추정하고 이를 전향 제어한 경
우로 (a)의 경우보다 속도 변동 및 속도 회복 시간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SVR 부하 토크
관측기는 학습을 통하여 관측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a)의 관측기처럼 관성 등과 같이 관측기 모델 상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V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서보 시
스템의 관성, 마찰 토크 및 부하 토크를 추정하였다.
SVR을 이용하여 관성 모델 및 마찰 토크 모델과 부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a)

(b)
그림 18 부하 변화에 대한 외란보상특성



 →     






(a) 관측기를 이용하여 부하 토크 전향 제어
(b) SVR 부하 토크 관측기를 이용하여 부하 토크
전향 제어
Fig. 18 Comparison results of load torque estimation
under half-rated impact load  →      






(a) Load torque feed forward control using
observer (b) Load torque feed forward control
using SVR load torque observer

하 토크 추정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관성 및 마찰 토크와 부하 토크를 성공적으로 추정하
였으며, 추정된 값들을 제어기에 반영함으로서 제어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추정 방법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00[W]급 서보 전동기를 대
상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
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D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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