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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초정밀급 제어를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AC, DC 등 회전형 서보 

모터를 이용한 볼스크류 스테이지, 리니어 

모터를 이용한 스테이지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가공, 나노테크놀러지, 

바이오테크놀러지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모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방식의 구동계를 가진 스테이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압전 소자를 이용한 초음파 

모터는 기존 서보모터 시스템이 가지지 못한 

장점인 저발열, 저속 고출력, 초정밀 위치제어, 

빠른 응답성을 가지므로 차세대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 

초음파 모터는 기존의 모션 시스템의 

구동방식과는 달리 직접적인 마찰력을 이용해 

구동력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찰재, 

주변환경, 예압변화 등 많은 변수들이 있다. 이 

중 마찰재 선정, 마모, 표면조도와 같은 문제는 

시스템을 구성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 하는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초음파 모터 

중 고출력, 고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는 Bolt -

clamped langevin type 의 초음파 모터를 

이용한다. 그리고, 마찰재의 표면조도에 따른 

제어 특성을 고려하여 초정밀 위치 제어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2. 시스템 구성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초음파 모터 

시스템이다. 사용된 초음파 모터는 고정자에 

부착된 구동부의 진동 형태를 타원 형태로 

발생 시키기 위해 2 가지 종류의 압전소자를 

사용하여 위상차 90 도를 가진 신호들을 

각각의 압전소자에 인가한다. 그리고, 초음파 

모터의 노드점에 지지부를 만들어 예압을 

가함으로써, 마찰력이 구동력으로 전달 될 수 

있게 한다.
(2)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초음파 모터와 

스테이지의 테이블에는 마찰재가 부착 되어 

있다. 이 마찰재는 순도 99.7%인 Alumina 이다. 

이 소재는 많은 연구자들이 초음파 모터에 

적합한 소재 특성이라 언급한 특성을 띄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3) 

 

Fig. 1  Schematic diagram of  Ultrasonic mo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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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모델 및 표면조도에 따른  

특성 평가 
 

초음파 모터 시스템은 구성 소자들의 특성, 

마찰력의 비선형성, 예압 조건 등을 수학적 

모델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링이 필요한 

여러 기법들 보다 실제적이고 간단한 실험을 

통해 얻어진 제어 상수 값들을 이용하는 NCTF 

(Nominal Characteristic Trajectory Following) 제어 

기법을 이용한다. NCTF 제어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간단한 Open-loop 실험을 통해 NCT 

Curve 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상수를 

이용하여 제어 루프를 완성한다. 여기서, NCT 

Curve 는 초음파 모터 시스템의 비선형성을 

포함한 제어 특성들을 나타내며, NCT Curve 

수렴 정도와 기울기 등을 이용하여 제어 

기법을 완성한다. (4) 

여기서 1μm 와 9μm 입자를 가진 연마제를 

이용하여 표면관리를 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각각의 연마 입자에 따라 NCT Curve의 특성이 

바뀜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특성 정도를 

제어 기법에 반영한다.  

Fig. 2 NCT curve  

 

 

Fig. 3 Block diagram of NCTF controller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초음파 모터의 구동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마찰재 표면조도에 

따른 제어 특성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찰재의 표면 조도의 제어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실험에 적용하여 표면조도의 

최적화를 달성하게 되면, 본 시스템의 나노 

미터급의 초정밀제어를 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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