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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밀이송이 가능한 초정밀 이송 테이블은 

반도체, 광학, 디스플레이, 측정 등 다양한 정

밀산업에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초정밀 이송 테이블은 이러한 산업에서 정밀도, 

성능 등을 결정짓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초정밀 이송 테이블의 정밀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 중에 테이

블의 구동모터, 정밀도 검출과 관련된 엔코더, 

볼스크류 및 LM 가이드의 정밀도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각 요소의 조립수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 및 조립수준에 의한 

장비의 동적 성능의 하나로서 그리고 이송 정

밀도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마찰력이 있

으며, 이러한 마찰력은 정마찰과 동마찰로 나

뉘어 고려되고 있다. 동마찰은 베어링의 접촉 

및 윤활유의 유무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거동

을 가지게 된다[1,2]. 특히, 마찰력은 에너지 손

실의 요소로서 히스테리시스를 가지고 있으며, 

히스테리시스는 위치 및 속도에 대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속도에 대한 동마찰의 히스테리시

스는 이송계의 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동마

찰의 속도에 대한 히스테리시스는 저속 부분에

서 주로 존재하므로 특히 출발과 정지 시에 큰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송특성을 향상을 위해 소

형 볼스크류 정밀 이송 테이블의 속도에 대한 

동마찰의 히스테리시스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압형 볼스크류, LM 가이드를 기반

으로 하는 소형의 초정밀 이송테이블에 대해 

모터의 전류를 이용하여 테이블의 이송저항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송 테이블의 동마찰  

 
Fig. 1 Linear stage in the actual experimental setup  

 

특성 및 히스테리시스를 측정할 수 있음을 보

였다.  

 

2. 실험장치의 구성 및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정밀 이송이 가능한 소형

이 이송테이블을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 AC 서보모터, 예압형 볼스크류, LM 가이

드로 구성된 소형 이송테이블을 구성하였다. 

또한 모터의 구동토크를 이용하여 이송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홀 센서를 이용하여 모터전류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송 테이블의 제어는 

DeltaTau 의 제어기를 이용하였으며, 제어루프

에 포함되지 않는 선형 엔코더를 추가하여 정

밀한 이송거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

호수집 및 처리는 National Instruments 의 장비 

및 LabVIEW 소프트웨어 환경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이송 테이블의 다양한 속도에서의 마

찰력을 측정하여 Stribeck curve 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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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dentified Stribeck curve of the linear table 

 

 
Fig. 3 Relationship between motor torque (friction) 

and velocity under variable velocity condition 
with sinusoidal profile    

 

소형 이송 테이블로서 부가 하중이 낮아 높은 

속도까지 이송을 하여 Stribeck curve 를 구성하

였다. Fig. 2 는 측정된 Stribeck curve 를 보여준

다. 일정한 속도에서 이송이 이뤄지는 조건이

므로 모터의 열 손실을 제외할 경우 마찰력에 

의에 나타난 토크로 볼 수 있으므로, 마찰토크

로 볼 수 있다. 그림으로부터 약 1,000~1,500 

mm/min 에서 임계속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

며, 이 이후부터 점성마찰로 인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등각접촉(conformal 

contact)에 의한 Stribeck curve 로 고려할 경우 정

지마찰은 0.09 Nm 부근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

다.   

 가속과 감속시의 마찰력의 차이로 드러나

는 것으로 알려진 히스테리시스를 측정하기 위

해 삼각함수 형태의 속도조건으로 이송이 이뤄

지도록 하여 가속과 감속의 영향이 존재하는 

속도와 마찰력 간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 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가감속이 

이뤄지는 중의 속도에 따른 마찰력의 변화를 

보여준다. 단 모터 전류가 가지는 노이즈 및 

모터의 특성 등으로 인해 선 정보를 점 정보로 

변화하여 보였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속

도는 소형 테이블이 가지는 이송범위의 제한으

로 0~5,000 까지로 하였으며 이때 가속 시와 감

속 시에 임계속도 근처인 1,000~1,500 mm/min 

부근에서 다른 거동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음의 점성 특성이 가속과 감속 시에 실제 

마찰력에 참여하는 수준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성분이 속도에 대한 동마찰의 히스

테리시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형 이송 테이블을 이용하

여 정밀 이송계의 가감속에 의한 동마찰의 히
스테리시스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밀 이
송계, 제어기, 모터 전류 측정장치로 구성된 실
험장치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동마찰 
특성인 Stribeck curve 와 히스테리시스 거동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로부터 음의 점성특성

이 히스테리시스에 영향을 미침을 추정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이 이뤄져야 
함을 또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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