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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수 나노미터 단위 크기의 구

조물 조작 및 제어와 광학 소자 개발이나 

반도체 공정을 위해 사용되는 초음파 모터

는 주로 고진공 조건하에서 수행된다. 이러

한 고진공 환경 중에는 저압으로 인한 기화 

현상으로 윤활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류로 인한 열전달이 불가능해지므로 냉각

이 필요한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기존 

위치제어 시스템에 이용되어 왔던 전자기 

모터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
(1) 

 전자기 모터와 비교하였을 때, 초음파 모터

는 윤활이 필요 없이 마찰력을 이용해 구동

하는 구조이므로, 발열문제가 없는 장점과 

저속 고출력, 초정밀 위치제어, 빠른 응답등

의 장점을 가지는 모터이다.
(2)

 그러나, 초음

파모터의 장점들을 구현하기 위해 초기 셋

팅에서 모터 지지부의 정확한 예압 적용과 

구동중 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모터의 지지부 예압

을 측정함으로써, 초음파 모터에서 발생되는 

마모 및 발열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해 예압을 측정 시스템을 구

성했다. 

  

2. 실험장치구성 
 

그림 1 은 나타낸 초음파 리니어 모터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음파 

리니어 모터는 고정자에 부착된 구동부의 

진동형태를 타원형태로 발생시키는 모터이다. 

진동형태를 타원형태로 발생시키기 위해, 3 차 

종진동과 6 차 횡진동을 하나의 주파수로 

발생시킨다. 그리고, 두 주파수의 위상차가 

90 도가 될 때, 구동부가 타원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타원형태의 구동력은 

구동부 Tip 과 동일한 소재의 마찰력면을 밀어 

슬라이더가 움직이게 한다.(2) 

3 차 종진동과 6 차 횡진동 주파수를 

일치시키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작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진주파수 확인한다. 

하지만, 실제 제작과정에서 가공 및 조립 

공차로 인해 일정영역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인덕터와 지지부 예압 

조절을 이용해 주파수를 일치시킨다. 외부 

인덕터는 종진동과 횡진동 모두 적용시키며, 

볼트를 이용해 지지부 예압을 조절한다. 

지지부 예압량을 정확히 측정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Ultrasonic linear 

mo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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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압 조절 및 제어 실험 
 

그림 2 는 스트레인게이지 (120Ω)의 

Calibration 그래프 이다. 본 Calibration 과정을 

이용해 스트레인 게이지의 Sensitivity 를 파악한 

후 예압조절용으로 이용한다.  

Figure 2 Calibration of Strain gauge 

Calibration 이 끝난 Strain gauge 를 초음파 

모터 지지부에 부착한 뒤, 예압과 외부 

인덕터를 조절해가며 3 차 종진동과 6 차 

횡진동의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다.  

 

Figure 3 Frequency matching result with inductance 

and preload 

 

그림 3 과 표 1 과 같이 초기에 약 1kHz 의 

차이가 났던 종진동과 횡진동의 주파수는 

예압조절과  외부 인덕터스를 통해 그 차이를 

약 0.03kHz 로 변화 시켰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초음파 리니어 모터의 안정적인 

구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measured B-mode & L-mode 
 

 Bending mode Longitudinal mode 

Without inductance  

& preload 
29.93kHz 31.23kHz 

With inductance  

& preload 
31.35kHz 31.33kHz 

Figure 4 50nm step positioning 

 

4. 결론 

예압조절 기구를 이용해 초음파 리니어 

모터 시스템의 예압량의 조절과 측정을 통해 

초음파 리니어 모터의 안정적인 구동조건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구동조건을 이용한 

제어실험을 통해 포지셔닝 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 성능 및 특성이 우수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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