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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래 공작기계, 컴퓨터 수치제어(computer nu-
merical control, CNC),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우주항공 등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는 고속 

정밀의 자동제어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정 웨이퍼, SMT 장비,  LCD 패널의 운송 

시 두 축 간의 위치 정밀도가 중요하다. 두 축 간의 

위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적용한 상호 결합 제어인 Cross–couple 구조가 고안

되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ross-couple 구조를 제어하기 

위하여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위치 오차를 줄이

기 위한 방법으로 Skew 보상 알고리즘에 대해 제안

한다. Skew보상 알고리즘은 모터의 Z상을 이용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보상하는 방법으로 마스터 

쪽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Twin Servo Gantry type의 테스트 지그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수행하였다. 

2. 제어기 구조

2.1 skew 보상 알고리즘

Fig. 1은 제안하는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Twin 
Servo Gantry System의 구조이다.

Fig. 1 Proposal System

         
Fig. 2 Flow chart for Skew 

Compensation

 

  

 
  

Fig. 2는 Skew보상을 위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Skew Error Check는 모터 Y1과 Y2의 Z상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Y1이 Servo On 되어 모터를 

구동하고 이때 각 축별 Interrupt별 출력되는 펄스 

평균치를 구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Y2의 Z상 펄스 

평균치를 구하고 모터가 한 바퀴 돌 때 4개의 DATA 
값을 저장하여 Square Norm을 통해 얻어진 값을 

가지고 마스터, 슬레이브 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2.2 Cross-couple 구조 

Fig. 3 Block Diagram of Suggested 
Cross-Coup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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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제안하는 Skew보상 알고리즘을 사용한 

Cross-couple 구조를 나타낸다. 기준이 되는 마스터

의 모션 프로파일을 계산하고 그 값을 슬레이브에 

전달하여 제어루프 과정이 진행된다. 마스터와 슬

레이브는 PID Regulator를 지나 Transfer function 
블록인 G마스터를 통해 얻은 값을 skew 보상 모니

터링 루프 블록을 통해 진행된다. 
   

3.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ross-couple 구조는 그림 

4의 장비에 적용하여 유효성 실험을 통해 위치 

오차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4 Twin Servo Gantry Type Test JIG

  

 

 
Fig. 5 Test Result Actual Velocity, 

Acceleration, Jerk Profile

 

   
   
 
 

   Fig. 6 Error Position Between
Master axis and Slave Axis

 
     

Fig. 5는 Position: 200(mm), velocity: 200(mm/s),  
Acceleration: 160(m/s²), Jerk: 200(m/s³)에 대한 데이

터 값에 대한 결과이다. Fig. 6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축 간의 실제 오차에 대해서 측정치를 나타낸 것이

며 최대오차 8.7x10-5(m), 최소오차 –1.6x10-5(m)임
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위치 정밀도

를 향상 시기기 위하여 Skew보상 알고리즘을 적용

한 Cross-Couple System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제어기 구조를  Gantry형의 JIG를 통해 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위치 오차를 최소화 한 정밀제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Cross-Couple구조

의 제어기는 산업용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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