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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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gh precision positioning mechanism is us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It is used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line, test instrument, Bioengineering, and MEMS and so on. This paper presents a positioning 
mechanism with dual servo system. Dual servo system consists of a coarse stage and a fine motion stage. The 
course stage is driven by VCM and the actuator of fine stage is the PZT. The purposes of dual servo system 
are stability, higher bandwidth, and robustness. Lead compensator is applied to this control system, and is 
designed by PQ method. Designed compensator can improve property of positioning mechanism. 

 

기호설명 
 

F : Actuator force    k : Spring constant  m : Mass 
b: Damper Constant  G : Plant          C :controller 

1. 서 론 

초정밀 위치 제어 기술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 
측정 장치 개발, 나노 공학, 생명공학 등 많은 분
야에서는 높은 위치 정밀도와 강인한 시스템 특
성을 가진 장비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1]. 

높은 정밀도의 위치 제어를 위해 구동기로써 
PZT 나 VCM 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PZT 는 정
밀도가 수 nm 에서 nm 이하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PZT 는 동작 영역이 대부분 수백 ㎛이

하로 제한적이다. VCM 도 또한 초정밀 제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PZT 보다 정밀도는 낮으나 
동작범위가 넓고 고속의 짧은 움직임이 가능하

다..[2]-[4] 
초정밀 위치 제어에서 넓은 작동 영역과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며 넓은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
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 서보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서보 메
커니즘은 두개의 구동 스테이지가 직렬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넓은 운동 범위와 상대적

으로 낮은 주파수 성능을 가진 조동 스테이지

(Coarse stage)와 좁은 운동 범위를 가지며 높은 
주파수 특성을 가진 미동 스테이지(Fine stage)로 
구성 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스테

이지를 사용하여 넓은 작업 영역과 높은 정밀도 
그리고 넓은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진 위치 제어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다. [2]-[4] 
이중 서보 시스템의 제어기는 두개의 서로 다

른 특성을 가진 구동기를 동시에 제어해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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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나의 구동기만을 제어하는 경우 보다 제어

기의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Q
법을 이용하여 이중 서보 시스템의 제어기를 설
계하였다. PQ 법(PQ method)은 1998 년에 Schroeck
과 Messner 에 의해 소개된 방법으로 두개의 입
력과 한 개의 출력(DISO, Dual Input Single Output)
으로 구성된 이중 서보 시스템을 두개의 일반적

인 단일 입력 단일 출력 제어기 설계 문제로 변
환시키는 기술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보다 쉽
게 DISO 시스템을 위한 제어 시스템의 보상기를 
결정 할 수 있다[5]. 

초정밀 위치 제어를 위한 이중 서보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써 Heui Jae Pahk 등은 디지털 필터를 
이용하여 서보모터와 PZT 로 구성된 초정밀 위치 
결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1] Lichuan Li
는 스탭모터와 VCM 을 이용하여 공작기계용 위
치 결정 장치를 개발하고 VCM 의 손실을 개선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7] Suh, Chung, Lee 는 
LQG/LTR 을 사용하여 VCM 과 PZT 를 이용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헤드 위치 제어를 위한 제
어기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8]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초정밀 위치 제어 장치

의 기구 메커니즘과 모델링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3 장에서는 제어기의 설계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4 장에서는 PQ 법에 의한 제어기 설계를 소개하

였다. 5 장에서는 설계된 제어기에 대한 시뮬레이

션 결과를 보여주었다. 6 장에서는 오버 슛에 대
한 개선 방법에 대하여 말하였다. 

2. 초정밀 위치 제어 메커니즘 

2.1 Mechanical mechanism modeling 
조동 스테이지 위에 미동 스테이지가 연결된 2

자유도를 가진 시스템으로 모델을 설정하였다. 스
테이지는 베이스와 박판형 힌지(Leaf type hinge)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동 스테이지는 조동 스테이지

와 노치형 힌지(Notch type hinge)로 연결된다. 메커

니즘의 모델을 다음 그림 1 과 같다. 

 
Fig. 1 Mechanical Mechanism Schematic 

위의 그림과 같이 각각의 스테이지들의 연결은 
스프링과 감쇄기(Damper)로 표현하였으며 마찰이

나 각각의 요소에 히스테리시스는 없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m1(x1)은 조동 스테이지이며 m2(x2)는 미
동 스테이지 이다. 본 논문에서는 메커니즘에 대
한 모델링을 통해 주파수 특성과 설계 요소에 대
한 시스템의 특성 변화의 경향을 분석 하였다. 모
델식은 다음 식(1)과 같다. 

1 1 1 2 1 2 2 1 2 1 2 2 1 2

2 2 2 2 2 1 2 2 2 1 2

( ) ( )m x b b x b x k k x k x F F
m x b x b x k x k x F

+ + − + + − = −
+ − + − =

 (1) 

 
Fig. 2 Coupled motion of a fine stage 

 

 
Fig. 3 Coupled motion of a fine stage 

 
두 스테이지는 서로 스프링과 감쇄기(Damper)로 

연결되어 간섭을 받는다. 두 스테이지 사이의 간
섭이 된 경우에는 제어기의 설계가 어렵다.[9] 그러

므로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프링 강성과 
그리고 질량으로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다음 그
래프는 미동 스테이지의 질량(m2)과 조동 스테이

지의 스프링 강성(k1)에 따른 간섭 효과를 나타낸

다. Fig.2 와 3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m2와 k1이 
작을수록 간섭 현상은 적어진다. 본 논문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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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미동 스테이지의 질량을 낮추고 조동 스테

이지의 스프링 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구 구조

를 설계하였다. 
질량 m2 와 스프링 강서 k1 의 변화에 따라 미동 

스테이지의 변위를 계산하였다. 입력은 미동 스테

이지를 일정 값으로 고정하고 조동 스테이지에 펄
스 입력을 넣은 것으로 하였다. 조동 스테이지에 
대한 입력에 따라 그래프 fig.2 와 3 과 같이 간섭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간섭현상은 이상적으로 m2

와 k1이 0 에 가까울수록 작게 나타난다. 

2.2 Experimental Dual Servo System 
실험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작은 

설계 변수를 정하였다. 미동 스테이지의 질량을 
최소화 하고 조동 스테이지의 스프링 강성도 최소

화 하였다. 다음 그림 Fig.4 는 실험 시스템의 구
성을 나타낸다.  

 
Fig. 4 Picture of test system 

 
두개의 스테이지는 각각 캐퍼시티브(Capacitive 

sensor)가 부착되어있으며 이 센서를 이용하여 변
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변위는 피드백 신호로 
사용 된다. 조동 센서는 300 ㎛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미동 스테이지의 센서는 100 ㎛의 측정 범
위를 가지고 있다. 

3. 이중 서보를 위한 제어기 설계 

VCM 과 PZT 두개의 구동기(Actuator)를 이용한 
이중 서보 시스템을 위한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일반적인 이중 서보 시스템의 제어기와 구동기는 
그림 Fig. 5 와 같은 블록선도로 나타낼 수 있다. 

 
G1 : Fine acuator (Piezo) G2 : Coarse Actuator( VCM) 

Fig. 5 Block Diagram of DISO system 

제어 시스템의 보상기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정성(Stability)이다. 시스템

의 안정성은 전달함수 G1C1과 G2C2의 병렬 연결

에 의해 만들어진 DISO 시스템의 전달함수에서 
영점(Zeros)의 위치에 따라 정하여 진다. 왜냐하면 
불안정 영역에 존재하는 영점은 폐루프 시스템의 
대역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10] DISO 시스템의 전
달함수는 다음식 (2)와 같다. 

 

0 1 1 2 2

0 1 1 2 2

( ).
1 ( )
C C G C GT F
C C G C G

+
=

+ +
        (2) 

 
제어시스템에서 G1 과 G2 의 출력의 위상(Phase)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만일 어떤 주파수에서 같
은 크기의 출력이 위상차가 180˚에 가깝다면 전
체 출력의 크기는 서로 상쇄되어 크게 떨어질 것
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영점이 
안정한 영역 내에 있도록 설계하고 각각의 출력이 
중첩될 수 있도록 위상을 설정하였다.  

4. PQ 설계법(PQ Method) 

PQ 법은 이중 서보 시스템을 2 개의 단일 서보 
시스템으로 각각 해석하여 제어기를 설계하는 방
법으로서 이중 서보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사용하

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PQ 법에서는 DISO 시스템

에 대해 다음 그림 Fig.6 과 같이 SISO 시스템으

로 상사 시킨다. [5][10] 
 

 
Fig. 6 Equivalent SISO system 

 

1 1 2 2

2 2

1 1

( ) ( )( ) ( )
( ) ( )

SISOG C G C G
G j C jP j and Q j
G j C j

ω ωω ω
ω ω

= +

= =
  (3) 

 

P 와 Q 는 식(3)과 같이 정의된다. 주파수 응답

에서 P 를 안정화 시키는 제어기 Q 를 설계한다.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PQ 의 크기가 크고 높은 주
파수 영역에서는 PQ 의 크기가 작다. 즉 고주파 
영역에서는 G1 이 G2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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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G2 가 G1 보다 상대적으

로 많이 작동한다 Q 를 설계할 때, PQ 의 위상여유

가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두개의 구동기(Actuator)는 서로 중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0]  

5. 제어기의 설계 및 안정성 

5.1 Design of Controller 
제어기의 설계목표로 이중 서보 시스템의 이득

통과주파수(Crossover frequency)는 1500[rad/s]이상

으로 하였고, 위상여유(phase margin)는 45˚이상으

로 설정하였다. G1 (PZT)와 G2(VCM)의 전달함수의 
주파수 응답은 각각 그림 Fig.7 과 Fig.8 과 같다 

 
Fig. 7 Bode plot of G1 (Fine, PZT) 

 

 
Fig. 8 Bode plot of G2 (Coarse, VCM) 

 

P=G2/G1의 주파수 응답 특성은 Fig. 9 에 나타나 
있다. VCM 과 PZT 의 특성과 설계 목표에 따라 
PQ 의 이득 통과 주파수는 270[rad/s]로 선정하였

으며 PQ 위상여유는 74˚로 결정하였다. Q 는 식

(4)로 나타내어진다. Fig.10 은 PQ 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10016.0
100885.0

87.2
+
+

=
S
S

Q            (4) 

 
Fig. 9 Bode plot of P 

 

 
Fig. 10 PQ 의 주파수 응답 

 

PQ 법에 따라 구한 Q 로부터 C1 과 C2 를 C1=1, 
C2=Q 로 결정한다. GSISO를 위한 C0의 설계는 주파

수 응답을 이용한 진상제어기(Lead compensator)와 
노치 필터(Notch filter)로 설계하였고 식 (5)는 C0

의 전달 함수를 나타낸다. 
C0GSISO 의 주파수 응답 특성은 Fig.11 과 같다. 

그래프에 나타난 전체 시스템의 이득통과 주파수

는 2052[rad/s]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위상여유는 
55˚이다. 그래프 Fig.11 에서 설계한 이득통과 주
파수와 위상여유가 제어기의 설계 목표를 만족함

을 알 수 있다. 









++
++









+
+

=
9025114
902563

1006.0
10108.0

2

2

0 SS
SS

S
S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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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ode plot of C0GSISO 

 

5.2 Stability simulation of Control system 
Fig.12 는 이중 서보 방식과 단일 서보 방식의 

민감도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단일 서보는 VCM
만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저주파 영역에

서는 이중 서보와 단일 서보가 외란에 대한 민감

도가 비슷하지만 고주파 영역에서는 이중 서보 방
식이 단일 서보 방식보다 외란에 대해 강인한 것
을 알 수 있다.  

 
Fig. 12 Sensitivity function of system 

 

 
Fig. 13 Root locus of total system 

 
Fig.13 의 근 궤적을 보면 좌측면에 모든 근들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오버슛을 줄이기 위한 필터 설계  

시스템의 입력부에 필터를 설치함으로써 오버

슛(overshoot)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시스템의 
영점(Zeros) 중에서 허수 축에 가까운 근에 대한 
필터를 설치함으로 시스템의 구동 특성을 보다 안
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11] 이중 서보 시스템에 
이러한 예비필터(pre-filter)를 설치함으로써 오버 
슛을 개선하였다. Fig. 14 는 예비 필터(pre-filter)를 
설치한 제어시스템을 나타내며 Fig. 15 는 스텝입

력에 대한 예비필터의 적용 전과 후 그리고 단일 
서보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14 Controller structure with pre-filter 

 
응답 특성을 보면 예비 필터의 적용 후 오버 

슛이 상당히 줄었고, 이중 서보를 사용했을 경우 
단일 서보를 사용했을 때보다 정착시간(Settling 
time)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Fig. 15 Step input response 

 

7. 결 론 

초정밀 위치 제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이중 
서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중 서보 시스템은 
VCM 와 PZT 를 이용하였으며 두개의 구동기를 
동시에 제어 하기위한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제어

기 설계 방법으로 PQ 법(PQ method)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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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제어기의 설계 목표인 이득 통과 주파

수(cross over frequency) 1500[rad/s]를 만족하였으며 
위상 여유(phase margin)도 설계 목표에 만족한 결
과를 얻었다. 시스템의 외란에 대한 강인성은 민
감도 함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단일 서보에서 보다 이중 서보가 고주파 대역에서 
외란에 대해 강한 특성을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예비 필터(Pre-filter)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오버 
슛(Overshoot)을 감소시켰으며,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시스템의 응답 속도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스텝 입력(step input)에 대한 시간 축에서의 응
답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응답 특성을 확인하였

다. 한 개의 구동기 VCM 만을 이용한 단일 서보

의 경우에는 2%의 정착시간이 약 0.0619 초이었으

며 이중 서보에서는 약 0.0228 초로 나타났다. 이
중 서보에서 보다 빠른 응답 속도를 보이는 것으

로 알 수 있었다. 

향후 실험을 통해 제어기의 설계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며 메커니즘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가 지원하고 있는 차세대 
신기술 개발 사업 중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고기능 초미세 광열유체 마이크로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수행 중이며 이에 관계

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문헌 

(1) Heui Jae Pahk et al, 2001, ”Ultra precision 
positioning systems for servo motor-piezo actuator 
using the dual servo loop and digital filter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tools & Manufacture, vol.41, pp 51-63. 

(2) S.M.Jang. et. al, 1999,“Design and extraction of 
control parameter of a moving coil type linear actuator 
for driving of linear reciprocating motion control 
systems”, 한국전기학회,48B-5-3,pp241-248 

(3) Norbert C. Cheung et. al, 1997,“Modeling and 
control of a High Speed, Long Travel, Dual Voice Coil 
Actuator”, IEEE Conf. On Power Electronics and 
Drive Systems, Vol.1, pp270-274 

(4) Michael Goldfarb et al, 1997,”Modeling Piezoelectric 
Stack Actuators for control of Micromanipulation”, 
IEEE Control Systems Magazine, Vol.17 Issue: 3, pp 
69 –79 

(5) Steven J. Schroeck, William C. Messner, Robert 

J.McNab, 2001, “ On Compensator Design for Linear 
Time-Invariant Dual-Input Single-Output Systems”, 
IEEE Trans. On Mechatronics, Vol.6 No.1, pp50-57 

(6) S.Schroeck and W.C Messner, 1999,”On 
Compensator Design for linear time-invariant dual-
input/single-output systems” Proc. American Control 
Conf., pp4122-4126. 

(7) Lichuan Li, 1999,”Copper Loss Reduction of a 
Voice-Coil Motor for Cutting Tool Positioning Using 
an Auxiliary Rotary Motor”, IEEE Trans on Industrial 
Electronics, Vol. 46, No.1, pp227-229. 

(8) Snag-Min Suh, Chung Choo Chung, and Seung-Hi 
Lee, 2001,” Discrete-Time LQG/LTR Dual-Stage 
Controller Design in Magnetic Disk Drives”, IEEE 
Trans. On Magnetics, Vol.37, No.4, pp1891-1895 

(9) K.Astrom, T.Hagglund, 2nd Edition,”PID Controllers 
Theory, Design and Tuning”, Lund Institute of Tech. 

(10) Katsuhiko Ogata, 2002,”Modern control 
engineering, 4th Edition”, Prentice Hall 

대한기계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14


	INDEX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5발표장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제8발표장
	제9발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