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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들어 정밀 가공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등의 고집적 회로를 포함한 반도체 분CPU

야에서는 이미 나노미터급의 미세 가공 기술이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미세 가공 공.

정은 저전력형 소자의 개발 소형 집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동력

기술로 각광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노미터급

초정밀 미세가공 기술의 양산화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 ,

가공 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밀 계측 기술이 기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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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이에 적합한 계측 장비의 개발 및 설치,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이러한 정밀계측 장비에서 바닥면을 통,

해 전달되는 진동은 측정 오차 또는 이미지 왜곡

을 야기하기 때문에 측정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중요한 노이즈 원인 중의 하나이다 따.

라서 정밀계측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외부 진동,

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시스템의 추가가 필수적

이다 기존의 질량 스프링 댐퍼로 구성되는 수. , ,

동 방진시스템을 이용하면 진동원으로부터 계측

장비로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주사탐침 현미경등의 나노급 정

밀 측정 장비에 이를 적용하였다.
(1)

그러나 수동 시스템의 경우 차단 주파수 이하의, ,

진동성분은 계측장비로 온전히 전달되므로 지면의

움직임 빌딩의 흔들림과 같이 저주파 성분을 제거,

하기 힘들다 만약 수동 방진 시스템을 이용하여. ,

저주파 진동원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차단주파수를,

낮추어야 하지만 계측장비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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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netic force driven six degree-of-freedom active vibration isolation system is developed. The

velocity sensor using an electromagnetic principle that is commonly used in the vibration control is

investigated since its phase lead characteristic causes an instability problem for a low frequency

vibration. A lag-type compensator is adopted to reduce the phase lead and the stability test is

performed by using a Bode analysis. The performance of the AVIS is validated by comparing with the

passive isolation system by using the frequenc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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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을 약하게 설계할 수 없으며 질량을 크게 한,

다면 부피가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능동형 방진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2)

여기서는 질량 스프링 댐퍼의 수동소자 위에서 구, , ,

동기와 센서를 이용한 폐루프 제어를 통해 시스템

의 차단주파수보다 작은 주파수 영역의 진동을 능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도의 진동 제어를 위해 개6 8

의 보이스 코일 구동기를 사용한다 개의 구동기를. 4

사용하여 수직축 요잉 그리고 피치운동을 제어하, ,

고 나머지 개의 구동기는 전후 좌우 그리고 롤링, 4 , ,

운동을 제어한다 서로 수직한 개의 구동기 사이에. 8

발생하는 운동에 대한 간섭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6

자유도 운동을 얻기 위해 선형 가이드와 볼캐스터

를 사용한 점접촉 구조를 사용한다 저주파수 영역.

에서 위상 앞섬이 큰 속도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폐루프 제어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주파수 응

답에 기저한 보상기를 설계한다 능동 방진 시스템.

의 제어 성능은 주파수 응답특성을 통해 보인다.

능동 방진 시스템의 설계2.

능동 방진 시스템의 구동기로는 압전소자 구동

기와 보이스 코일 구동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압전소자 구동기의 경우 고분해능 고대역폭의, ,

특성을 가지지만 동작 영역이 수십 수백 마이크, ~

로미터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수 밀리미터에 해

당하는 큰 진동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다 압전소자 구동기에 비해 보이스 코일 구동기.

는 작은 힘과 좁은 대역폭을 가진다 하지만 보. ,

이스 코일 구동기는 동작 영역이 크고 저주파 성

분을 가지는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

용한다면 충분한 대역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Fig. 1 The schematic drawing for one axis active

vibration isolation system(AVIS)

능동 방진 시스템의 구동기로 적합하다.
(3)

보이스 코일 구동기의 설계2.1

은 축 능동 방진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여Fig. 1 1

준다 여기서 그리고 는 각각 하중의 질. , m, b, k, F

량 감쇄계수 스프링 상수 그리고 보이스 코일 구, , ,

동기에 의해 전달되는 힘을 나타낸다 와 는 각. d z

각 지면을 타고 전달되는 속도 외란과 방진시스템

위에 설치되는 하중의 변위를 나타낸다.

는 보이스 코일 구동기의 구조를 보여Fig. 2(a)

준다 구동기는 영구자석과 코일 요크 선형 가. , ,

이드 그리고 덮개판으로 구성된다 그림과 같이.

덮개판은 요크의 중심에 있는 선형 가이드를 따

라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코일과 요크사이

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기력은 로.

렌츠 법칙에 의해 자기장을 가로질러 전류가 흐

를 때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고 그 크기는 전류,

량 자속밀도 그리고 유효 코일 길이에 비례한, ,

다 는 제작된 보이스 코일 구동기를 보. Fig. 2(b)

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킬로그램의 하중을 진동제어, 40

할 수 있는 구동기를 목표로 한다 제작에 앞서. ,

설계된 보이스 코일 구동기가 요구성능을 만족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여

보이스 코일 구동기의 자기장 해석을 수행하였

다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 ANSYS

용하여 차원 정자계 해석을 수행하였으며2 , Fig.

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힘이 발생되3 .

는 부분에서 자속의 분포가 균일함을 알 수 있

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 공극에서의 평균 자속.

밀도는 테슬러였으며 이는 킬로그램의 하0.32 , 40

중에 대한 제어력을 발생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Fig. 2 (a) The structure of the voice coil actuator

and (b) real configuration of the voice coil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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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M analysis result (a) 2-D model(schematic

diagram) of the voice coil actuator, (b)

magnetic flux lines

Fig. 4 Mechanical design of six-DOF active vibration

isolation system where (a) voice coil actuators

are fixed between the upper and base plates

and (b) the base of the actuators is loaded to

the base plate using a ball caster

자유도 능동 방진 시스템의 구조2.2 6

본 연구에서는 개의 보이스 코일 구동기를, 8

이용하여 자유도 능동 진동 방진 시스템을 개발6

하였다 개의 구동기를 사용하여 수직축 요잉. 4 , ,

그리고 피치운동을 제어하고 나머지 개의 구동, 4

기는 전후 좌우 그리고 롤링운동을 제어한다, , .

만약 와 같이 개의 구동기의 요크와, Fig. 4(a) 8

덮개판이 모두 상판과 하판에 각각 고정되어 있다

면 상판이 회전할 때 요크와 코일은 그림과 같이,

접촉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와 같이 점접촉 구조를, Fig. 4(b)

이용하여 회전운동에 대한 자유도를 부여할 수 있

Fig. 5 Performance of continuous force delivery at

the frequency of (a) 3Hz (b) 4Hz (c) 10Hz

(d) 100Hz

다 와 같이 요크의 중심에 선형 가이드를. Fig. 4(b)

장착하여 요크와 덮개판의 축이 항상 일정하도록

하였고 볼스크류를 이용하여 접촉점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수의 구동기 사이에 발생하는 운동에 대한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점접촉 구조를 채택하였으

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볼캐스터를.

이용한 구동기 구조에서 요크는 상판에 고정되어

있고 덮개판은 하판 또는 수직판에 고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구동기가 상판을 위로 밀어 올,

리는 힘은 제공할 수 있으나 아래로 당기는 힘,

은 전달하지 못한다 또한 볼캐스터가 상판이나.

수직판에서 떨어졌다 다시 접촉한다면 그 충격으

로 인해 새로운 진동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

논문에서 소개하는 구동기는 같이 요크Fig. 4(b)

와 덮개판 사이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볼캐스터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이와 같은 연속적.

인 접촉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와 같은 실험Fig. 5

을 수행하였다.

의 각 그림에서 위쪽에 표시된 파형은Fig. 5 ,

보이스 코일 구동기에 인가되는 전류를 표현한

것이고 아래에 표시된 그래프는 구동기에 의해

운동하는 상판의 속도를 표현한 것이다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구형파 힘을 전달하기 위해 전류

제어를 수행하였고 속도 센서의 출력을 표시하였

다 만약 볼캐스터와 하판 사이의 접촉이 떨어진.

다면 다시 접촉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지점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

까지의 구형파 구동에 대해 속도출력은 연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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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The configuration of the lateral motion

and (b) real configuration of the horizontal

actuators with the sensor mounted.

Fig. 7 The real configuration of the 6-DOF AVIS

속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적정한 스프링 선정. ,

을 통해 볼캐스터와 상판이 항상 접촉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평축 구동을 위해 와 같은 기구를, Fig. 6(a)

생각한다 개의 수평축 구동기의 조합을 통해. 4

전후 좌우 회전의 자유도를 구현할 수 있다, , 3 .

는 속도센서와 함께 실제 제작된 수평방Fig. 6(b)

향 기구를 보여준다 점접촉 구조를 이용함으로.

써 자유도 능동 방진 시스템을 구성할 때 발생, 6

하는 조립의 어려움과 회전 및 큰 선형운동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는 공극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은 실제로 구성된 자유도 능. Fig. 7 6

동 방진 시스템을 보여준다 개의 구동기 각각. 8

에 대해 구동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총 개의 센8

서가 장착되고 센싱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

동기와 센서는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도록 설계하

였다.

진동 제어3.

축 구동기 모델3.1 1

은 능동 방진 시스템을 강체로 가정하고Fig. 8 ,

한 축에 대한 제어 블록 선도를 보여준다 외부.

Fig. 8 The control block diagram of a rigid body

model of one actuator of the active

vibration isolation system

진동을 절연하기 위해 폐루프를 구성하여 속도

제어를 수행한다 이 모델에서는 속도 외란 와. d

센서 노이즈 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는n . r, e, u

각각 기준 속도 신호 속도 오차 그리고 제어기, ,

출력을 나타낸다 는 전류 증폭기를 포함하는. C(s)

제어기의 전달함수이고 와 는 각각 능동, G(s) H(s)

방진 시스템의 기구부에 해당하는 플랜트와 속도

센서의 전달함수를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등제어기를 도입하여 집중

식 제어방식을 적용하였으나,
(4) 다축 제어에서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수많은 데이터 연산이 수행되

어야 하므로 제어 대역폭이 제한되고 큰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진동.

저감을 위해 개의 구동기를 구성하였고 이에 해8

당하는 각각의 제어기는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이러한 제어 알고리즘을 비집중식 제어기법이라

고 하는데 다축제어에서 단일 입력 단일출력, -

시스템처럼 구동하기 위해 센서출력을 각(SISO)

각의 독립된 제어기로 직접 피드백한다 따라서. ,

각각의 제어기는 상호간의 복잡한 계산없이 서,

로 다른 두 채널 사이에 완전 디커플 되어 있다.

속도 센서 보상기3.2

폐루프를 통한 진동제어를 수행하려면 진동량,

을 측정할 수 있는 절대센서가 필요하다 민감도.

가 크고 저가인 속도센서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데 이는 저주파 진동에 대해 가속도 센서에 비,

해 큰 출력을 보인다 여기서는 전자기 유도원리.

를 이용한 상용 속도 센서가 채택되었는데, Fig.

와 에 속도센서의 주파수 특성을 표9(a) Fig. 9(b)

시하였다 속도 센서는 차단 주파수가 인 고. 4.5Hz

역통과 필터의 동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크,

기선도가 일정한 센서의 대역폭을 확보하면서 위

상앞섬을 줄이기 위해 고역 통과 필터와 반대의

특성을 가지는 전처리 필터를 사용하여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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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Magnetic response of the velocity sensor

(b) phase response of the velocity sensor

(c) magnitude response of the modified

velocity sensor (d) phase response of the

modified velocity sensor

주어야 한다.

속도 센서가 차 고역통과 필터처럼 동작하기2

때문에 다음과 같은 차 지연형 보상기를 생각한2

다.

    
   



(1)

여기서 이다 이 보상기는 코, T=0.0354, =45 . ,β

너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직류 오프셋양을 포함

한 저주파 노이즈를 누적시키는 적분기와 같이

동작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가. ,

진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적분기 효

과를 줄이기 위해 차 고역 통과 필터를 이용한, 1

다.

보상회로를 이용한 수정된 진동센서의 전달함

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위의 보상기는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와 는. Fig. 9(c) 9(d)  의 크기와 위상선

도를 보여준다 보상된 센서의 해석결과와 실험.

결과가 각각 점선과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까지 일정한Fig. 9(c) 0.2Hz

크기를 나타내지만 의 위상선도에서는, Fig. 9(d)

도 이상의 위상 앞섬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60

있다 따라서 속도 센서를 이용한 폐루프 제어기. ,

Fig. 10 The frequency response of the open-loop

transfer function

를 구현할 때 위상 여유를 고려하여 제어 이득,

을 설정하여야 한다.

센서의 동역학 특성과 보상회로를 모두 고려한

제어 시스템의 개루프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3)

이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에 표현하였Fig. 10

다 이득의 변화에 따른 안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비례 이득이 과 인 경우를 비교해 본다 여36 360 .

기서는 두 개의 교차주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파수에 대한 안정도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두 개의 교차 주파수 중에 큰 주파수. ,

에 해당하는 위상여유는 모두 도 이상으로 항90

상 안정하다 그러나 작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위.

상 여유는 이득의 크기에 따라 부호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이득이 일 때에는 대역폭이 와, 36 1.2Hz

사이이고 이 때 위상여유는 도이다 반10Hz , 82 .

면 이득이 으로 커지게 되면 대역폭은, 360 0.15Hz

와 사이로 커지게 되지만 위상여유는100Hz ,

도가 되어 제어시스템은 불안정하다 따라서-28.3 .

방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어 이득을 증가

시켜야 하지만 저주파수 영역에서의 교차주파수,

에서의 위상여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실험결과4.

본 연구에서는 제어기 설계를 간단화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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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transmissibility between the

passive and active vibration isolation systems

상판의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개의 구동기를8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비집중식 제어를 수행하였

다 지면으로부터 계측장비로 전이되는 진동의.

전달률을 얻기 위해 능동 방진시스템의 하판과

상판의 중심에 각각 속도센서를 배치하여 하판에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정현파로 가진하였다 여.

기서 하판의 속도를 입력 상판의 속도를 출력으, ,

로 정하고 두 개의 속도비를 진동의 전달률로 정

의한다.

은 수동 방진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와Fig. 11

능동형 방진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의 진동 전달

률을 비교한 것이다 능동 방진 시스템에서 실험.

결과는 해석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어 안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위상여유.

는 도가 되도록 하였고 이 경우 비례 제어 이40 , ,

득은 이었다 실험결과는 능동 방진 시스템이150 .

수동 방진시스템에 비해 시스템의 공진주파수보

다 작은 저주파 영역에서의 진동에 대해서도 상

판으로 전달되는 진동이 크게 저감됨을 보여준

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자유도의 능동 방진 시스템을, 6

제안하고 설계하였으며 실제로 제작하였다 자, . 6

유도의 능동 방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개의8

보이스 코일 구동기를 설계 제작하였고 조립의,

편이성과 개 이상의 구동기 사이에서 발생할 수2

있는 운동의 간섭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볼캐스터

와 선형 가이드를 이용한 점접촉 구조를 제안하

였다 개의 보이스 코일 구동기들은 비집중식. 8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제어되었고 속,

도 센서의 위상 앞섬으로 인해 제어 시스템이 불

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위상 지연형 보상기를 이

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를 통해 대역폭,

을 넓힐 수 있었다 실험 결과는 개발된 능동 방. ,

진 시스템이 수동 방진 시스템에 비해 저주파수

영역에서 진동 저감효과가 더 좋은 것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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