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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밀 모션 플랫폼 기술은 마이크로-나노 

기술의 중요 기술로서 미세패턴노광장비, 

반도체장비, LCD 검사장비 등의 많은 정밀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정밀도, 긴 행정거리, 빠른 응답속도 등과 같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유연 기구와 전자기 엑츄에이터를 

이용한 정밀 모션 플랫폼 형태가 각광 받고 

있다. 

 유연기구와 전자기 엑츄에이터를 이용한 

정밀 모션 플랫폼은 2 차 기계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된다. 기존의 PID 제어기는 점대점 

위치제어에 있어서 행정거리에 따라 제어 게인 

집합을 따로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PTOS 제어기의 확장 형태인 

PTOS-F 를 이용한다. PTOS-F 는 단일 게인 

집합를 가지고 다양한 행정거리를 최적 시간 

안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어기 이다.  

본 연구는 유연기구와 보이스 코일 모터로 

구성된 정밀 모션 플랫폼의 시스템 매개변수를 

찾아 모델링하고 기존의 PID 제어기와 PTOS-

F 제어기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다. 

2. 정밀 모션 플랫폼  
 

본 연구에서 이용할 정밀 모션 플랫폼은 

유연기구와 보이스 코일 모터(VCM)으로 구성 

됐다. 유연기구는 판 스프링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이는 기계적인 마찰과 마모가 없는 

장점을 가지며 모델링이 간단하여 모델을 

예측하여 설계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VCM 은 영구자석에서 발생하는 자속과 코일에 

흐르는 전류간에 발생하는 로렌츠 힘 (Lorenz 

Force)을 이용한다. 압전 엑츄에이터에 비해 

구동가능 거리가 크기 때문에 변위 증폭 

메커니즘을 추가로 구성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유연기구를 이용한 정밀모션 플랫폼은 2 차 

기계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가능한다. Fig. 1 과 

같이 질량, 댐퍼, 그리고 스프링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표현 할 수 있다.  

 

Fkxxcxm             (1) 

 

여기서 m 은 질량이고, c 는 댐핑 계수, 

그리고 k 는 스프링 상수 이다. 시스템의 

매개변수를 찾기 위해 주파수 응답 특성을 

통해 시스템 identification 수행 하였다. 실험 

시스템 구성은 Fig. 2 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1 Mass-damper-spring System 

Fig. 3 는 주파수 응답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를 분석함으로 2 차 기계 

시스템에 대한 모델의 매개 변수들을 찾을 수 

있다. 

근사 시간 최적 제어기를 이용한 정밀 모션 플랫폼의 

위치 제어  

Positioning Control of High-Precision Motion Platform Using 

a Near Time Optimal Control  
*#홍대웅 1

, 안다훈 2
, 오정민 1

, 권대갑 2
, 정재화 1

,  
*#

Daewoong Hong(smiletong@korea.ac.kr)
1
, Dahoon An 

2
, Jungmin Oh

1 

, Dae-gab Gweon
2
, Jaehwa Jeong

1 

1
 고려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2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Key words : Time optimal, High-Precision Positioning  
 

73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Fig. 2 System Identification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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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equency Response Result 

 

2. PTOS-F 제어기  
 

PTOS-F 제어기는 기존의 PTOS 제어기를 

확장한 개념의 제어기이다. PTOS 제어기의 

모티브가 된 시간 최적제어 기법은 점대점 

위치제어에서 빠른 정착 시간을 갖는 제어 

기법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Chattering 에 

의한 불안정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PTOS 기법이 제안되었고 

Chattering 에 의한 불안정성을 극복하였다. 

하지만 시간최적 제어 기법보다 더 긴 

정착시간을 갖는 단점이 있었다. 안정성과 

짧은 정착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폐루프의 

댐핑을 위치 오차에 따라 스케쥴링 하는 

PTOS-F 가 제안되었다. 응답 초기에는 작은 

댐핑 계수로 시작하여 최대 가속도로 상승할 

수 있게 하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 큰 

댐핑 계수를 갖게 함으로 Overshoot 

제한함으로 빠른 정착 시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긴 행정거리에 따라 

Overshoot 이 발생하는 기존의 PID 제어기보다 

빠른 응답특성을 가지게 된다. 

3. PTOS-F 시뮬레이션  
 

시스템 Identification 을 통해 구한 시스템 

모델에 PTOS-F 제어기를 설계해 단위 계단 

응답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또한 제어기의 

성능 비교를 위해 PID 제어기 역시 설계하여 

동일한 입력으로 출력 결과를 확인 하였다. 두 

제어기 모두 단일 게인 집합을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4 와 같다. 짧은 

행정거리는 물론 긴 행정 거리에서도 

Overshoot 없이 PTOS-F 제어기가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정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정밀 모션 플랫폼 모델에 PTOS-

F 제어기를 적용하였다. 기존의 PID 제어기의 

성능보다 우수한 정착 시간(settling time)을 

보임은 물론이고, 긴 행정거리에서 단일 게인 

집합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Fig. 4 Step Response Result (solid: PTOS-F, dotted: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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