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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산업의 발달로 인

해 마이크로 단위 변위를 제어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EMS 기술은 나노, 바이오, 로봇 기술 산업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송기구의 정밀성, 고응답성 및 강인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송장치에 주로 이용되는 작동기로는 유공압 

장치 또는 전기모터가 이용된다. 유공압 장치의 경우 작동 매체의 

고유특성으로 인하여 초정밀도 구현이 어렵고 전기모터로 정밀 선

형 이송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변환과 관련된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작동기에 기초한 선형 이송장치들은 소형화, 경량화에 

기술적, 물리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같은 한계 극복에 있어 강점

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재료 중 하나가 압전소자이고 이것은 고응

답성, 고출력 및 고분해능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

그러나 압전 작동기는 강유전성으로 인한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입력전압의 변화가 없어도 시간에 따라 변위가 증가하는 크리프

(creep) 및 잔류변위 특성 등으로 인한 재료 자체의 비선형성 존재

한다. 이 같은 압전소자의 비선형특성을 보완하고 구동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압전소자 제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2-5]

.

본 연구에서는 압전소자를 작동기로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진동 

감쇠능이 매우 낮고 두 축 운동사이의 연성효과가 큰 2축 스테이지

를 정밀 위치제어하기 위한 서보계 설계방법을 제시한다. 스테이지

의 동적특성은 주파수영역에서의 커브피팅(curve fitting)방법으로 

모델링 되고 스테이지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연성효과는 

FIR 필터 형태의 비연성기를 통해 최소화 시킨다. LQG/LTR 기

법이 제어기 설계를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이 기법은 제어기 설계 

과정 중 설계값의 선정이 다수의 시행착오를 통해 비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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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d response and control input of LQG/LTR 

control system and LMI control system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ystem with decoupler and 

controller

Fig. 3 Block diagram for implementation and learning of a 

decoupler

얻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루프전달회복 설계과정에서 

Lyapunov 행렬 방정식과 선형 행렬 부등식(LMI, Linear Matrix 

Inequality)을 이용하여 제어기 설계값의 선정이 체계적으로 얻어

지고 제어입력의 포화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어계의 안정성

이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이같이 설계된 2축 스테이지가 매우 효

율적으로 기능함을 실험을 통해 제시하기로 한다. 

2. 제어기 설계

2.1 비연성기

외란에 의한 정상상태 오차 제거와 높은 명령 추종성을 갖는 제

어시스템을 설계하기위해 모델링된 플랜트 전달함수 에 적분 요

소를 첨가하여 Fig. 1과 같이 새로운 설계 플랜트 를 정의하기

로 한다.

× 입출력 시스템에 비연성기를 추가하여 2축 스테이지 운동 

간에 발생하는 연성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Fig. 2는 스테이지 모델을 2개의 단일 입출력계로 분리하고 제어

기 와  및 비연성기 와 로 구성된 제어시스템을 나타

낸 것이다.  , ,  및 는 × 스테이지 계를 표현한

다. 비연성기 와 가 식 (1)을 만족하면 축 사이의 연성효과

는 완전히 제거된다.







 (1)

와 에 비최소 위상특성이 포함될 경우 특이값 분리를 통

한 역변환 필터 구현방식
[6]
을 이용하여 FIR 필터 형태의 비연성기 

와 를 설계할 수 있다.

에 대한 스테이지의 역변환 필터 구현방식은 Fig. 3와 같이 

표현되며 입력신호의 벡터 이 FIR필터 를 거쳐 에 인

가되어 나오는 출력신호 은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  (2)

여기서 ∗는 합성곱(convolution integral)을 표시한다. 제거하

고자 하는 연성계 의 출력신호를 이라 할 때 과의 

오차는 식 (3)과 같다.

    (3)

위 오차 신호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필터 계수를 

학습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널리 이용되는 기법이 filtered-x 

LMS 알고리즘으로서
[7] 

의 학습 법칙은 수렴계수 를 포함하

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4)

2.2 강인 제어기

 

 
 (5)

식 (5)에서 는 상태벡터, 는 출력 및 는 입력이다. 그리고 

,  ,   및 는 설계 플랜트 모델 를 상태 방정식으로 나타낸 

시스템 행렬이다. 와 은 크기  인 가상의 백색잡음이다. 그리고 

와 은 설계계수 행렬이다. 목표필터루프 설계를 위해 가상적인 

잡음에 대한 Kalman 필터 를 이용하여 상태벡터를 관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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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식 (6)에서 는 관측된 상태벡터이다. 한편 식 (7)의 는 식 (8)

의 필터대수 Riccati 방정식으로부터 구한다
[8]

.






  (8)

여기서 은 설계계수 가중행렬이고 는 플랜트 의 가상적

인 잡음의 상호분산 크기이다. 

식 (9)는 과 를 선정하기 위해 Kalman 필터 주파수 등가

(Kalman Filter Frequency Domain Equality)
[9]
관계를 이용하여 

목표필터루프 

 를 근사적으로 구한 것이다.



≅



 (9)

다음은 설계된 목표필터루프로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루프전달회

복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Lyapunov 행렬 방정식과 LMI를 이용하

여 설계계수 를 구할 수 있다. 

식 (10)의 목적함수 를 최소화 하는 LQR 이론을 이용하여 제

어이득행렬 를 구할 수 있다. 




∞







 (10)





  (11)

행렬 는 다음의 제어대수 Riccati 방정식로 부터 결정될 수 있

다
[10]

.






  (12)

식 (13)과 식 (14)의 선형 행렬 부등식 형태로 표현된 충분조건

을 동시에 만족하는 양의 한정행렬 가 있다면 제어입력에 대한 

점근적인 안정성이 보장된다
[11]

.

  (13)

   (14)

식 (14)에 식 (1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15)





  (16)

제어 입력에 대한 안정성은 식 (15)와 식 (16)의 결과로 보장할 

수 있으며 식 (15)로 표현된 포화입력 범위 내에서 안정성이 보장

되기 위해서는 선형행렬방정식 형태의 충분조건식인 식 (13)과 식 

(15)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양의 한정행렬 가 존재해야 한다. 

MATLAB 에서 제공하는 LMI toolbox를 이용하여 가중행렬 

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의 한정행렬 의 존재가 보장되는 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제어기의 전달함수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7)

3. 스테이지 특성

3.1 스테이지 동적 특성

Fig. 4는 2축 스테이지 제어계의 구성요소를 보인 것이다. 2축 

스테이지 구조물은 스테인레스 강으로 제작되었고 각 축의 작동기

로는 적층형 압전소자가 사용되었다. 원활한 양과 음의 방향 변위를 

위해 압전 작동기는 탄성구조물에 장착되었다. PC 내의 Matlab-

Simulink를 통하여 연산된 이산 입력신호는 고속 이산신호 처리장

치(dSPACE-1104)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파워 증폭

기(AVL 790)을 거쳐 압전 작동기에 인가된다. 스테이지 변위 측

정은 스테이지 각 축 끝단에 설치된 갭 센서(gap sensor: ADE 

Technologies 5130)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측정된 변위는 이산신

호 처리장치를 통해 연산 입력된다. 

Fig. 5는 스테이지운동의 연성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결과를 

보인 것으로서 x축에 0.5 Hz, 30 V의 사각파형의 입력신호를 인가

하고 y축에 영의 입력을 인가했을 때 두 축의 응답을 보인 것이다. 

x축에는 최대 오버슈트(overshoot)가 22%가 발생되며 잔류진동

의 지속시간은 0.032초로 측정되었다. y축에는 x축 운동 크기의 

10.8%의 연성운동이 발생되었다. y축에만 사각파형 입력신호를 

인가하였을 때의 두 축의 응답도 위와 유사한 연성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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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sematic diagram of servo system for the two axes 

stage

Fig. 5 Measured response of the uncontrolled system to step 

input

Fig. 6 Measured (dash) and identified (solid) FRF of the two 

axes stage

Fig. 7 Measured error(%) during learning, FIR filter coefficients

of 


, and responses of axis Y without 


 and with 
3.2 스테이지 모델링

실시간 제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특성이 적절히 표현된 가능한 

낮은 차수의 수학적 모델이 요구된다. 이는 주파수 영역에서 동특

성을 규명하는 기법 중 하나인 행렬분수 표현법(Matrix-Fraction 

Description)을 이용하여 가능하다
[12]

. 이 방법은 시스템을 선형으

로 표현하며 반복계산을 요구하지 않아 모형화 과정이 단순하다. 

Fig. 6의 점선은 가진실험을 통해 얻어진 스테이지의 주파수 응답

이며 실선은 커브피팅된 주파수 응답이다. 스테이지는 관심주파수 

2 kHz 내에서 차수가 15차인 × 입출력계로 표현되었다. 측정

된 전달함수와 규명된 전달함수 사이의 모델링 오차는 전 관심주파

수 대역에 대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고 공진주파수에서의 응답특

성도 비교적 정확히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압전소자

의 비선형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모델링 오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일정 수준의 모델링 오차를 가정하고 제어기 설계과정에서 

제어기의 강인성을 부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3.3 비연성기

Fig. 7(a)는 x축 입력에 대한 y축 출력사이의 스테이지 연성운동

을 최소화하기 위한 FIR형태의 비연성기 의 수렴과정을 식 (3)

의 오차 의 크기를 통하여 보인 것이다. 100,000번의 학습 

후에는 초기오차의 20% 이내로 오차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오차 

의 크기는 일정 수의 학습 후에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데 

이는 스테이지의 비선형성, 계의 모델 오차와 센서의 잡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7(b)는 수렴 후의 를 보인 것이다. 

Fig. 7(c)와 (d)는 각각 비연성기 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x축에 계단입력을 가하였을 때의 y축의 변위를 보인 것이다. Fig. 

7(c)와 (d)의 비교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연성기 를 

이용하여 x축 입력과 y축 출력간의 연성운동이 70%이상 줄었음을 

알 수 있다. y축 입력과 x축 출력간의 비연성기 의 수렴 행태 

및 연성효과 제거성능도 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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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parameters of LQG/LTR control

Parameter X axis Y axis

 1e-5 1e-5

 5× 
5× 

 1e-8 1e-8

 ×  × 

Fig. 8 Simulated frequency response: Target filter loop (dash) 

and loop transfer recovery (solid)

Fig. 9 FRF of the measured system (dash) and the closed-loop 

control system (solid)

Fig. 6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축 스테이지의 구조가 상호 

대칭적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4 강인제어기

Table 1은 LQG/LTR 제어기 설계를 위해 시행착오법으로 설정

된 설계계수를 보인 것이다. LMI 기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정된 

설계값 =0.4e-8이고 나머지 설계계수는 LQG/LTR제어의 경우

와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Fig. 8은 두 축에 대해 LMI 기법을 통해 

설계된 주파수영역에서의 목표성능을 보인 것이다. l kHz이하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루프 전달회복 과정이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표필터 루프를 설계하고 루프전달회복과정을 수행하는 방법으

로 첫째 주파수 대역에서의 특이값을 일치시키는 방법과 둘째 설계

플랜트의 모든 극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고주파를 포함한 전주파수 영역에 대해 루프전달 회복과

정이 목표필터루프에 근접하게 원활히 이루어지나 공진주파수 성

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결국 공진주파수대역의 진동성

분을 제거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설

계플랜트의 모든 극점을 제거하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Fig. 9는 LMI 기법에 의해 설계된 폐루프 제어계의 주파수 응답

을 보인 것으로서 4개의 공진주파수 대역에서의 공진 피크(peak)

들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그에 따라 스테이지 운동제어 시에 잔류진

동은 적절하게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고주파 

비공진영역에서 목표필터와 폐루프 전달함수사이의 격차가 발생되

었으나 1500 Hz이상의 고주파영역의 전달함수 크기가 저주파영

역의 것에 비해 25 dB이상 작으므로 실제로 고주파 신호성분이 

제어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된다.

4. 스테이지 운동제어 실험

Fig. 10은 LMI 기법에 의해 설계된 강인 제어기를 적용한 스테

이지의 응답을 보인 것이다. 기준입력 신호로 한 축에는 0.5 Hz의 

변위 2 의 사각파, 다른 축에는 0 의 무동작 신호가 인가되

었다. x축과 y축 모두 사각파 입력신호에 대한 우수한 과도응답 

특성과 명령추종성을 보이고 있고 잔류진동, 오버슈트도 제거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기준입력이 0인 무동작 입력축에서의 정상상태 

응답은 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축 사이의 연성운동은 제거되었

으나 과도 응답에는 미소한 펄스 형태의 운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계단, 램프 및 정현파 등이 포함된 복합파형의 기준입

력을 양축에 동시에 인가시켰을 때 LMI 기법에 의해 설계된 2축 

스테이지 제어계의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축 간의 연성특성, 압전

소자 작동기 응답의 비선형성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입력에 대한 

명령추종 성능이 양축 모두 우수하고 동질성을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축 스테이지 제어계를 통하여 다양한 평면상

의 운동궤적 추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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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easured response of the robust optimization controlled

system to step reference input

Fig. 11 Measured response of the LMI controlled system to 

complex reference input

Fig. 12 Measured response and control input of LQG/LTR 

control system and LMI control system.

Fig. 12는 복잡한 기준입력신호에 대한 LQG/LTR 제어기와 

LMI 강인 제어기를 갖는 2축 스테이지 제어계의 고속 응답특성 

결과를 보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잔류진동 및 오버슈트가 적절히 

제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LMI 강인 제어기가 LQG/LTR 

제어기에 비해 응답속도가 40%이상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적층형 압전소자로 작동되는 2축 정밀 스테이지 

제어계를 구성하고 동적특성 규명과 구동실험을 수행하였다. 2축 

스테이지의 동적특성은 가진실험을 통해 취득된 주파수 응답을 커

브피팅 하여 2×2 입출력계로 규명할 수 있다. 적분기를 추가하고 

LMI 강인 제어기를 설계함으로써 복합파형의 기준입력에 대한 명

령추종성이 우수하고 잔류진동, 오버슈트 및 축 간의 연성특성이 

제거된 2축 스테이지 서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적합한 설계계수 

선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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