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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여러 분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구동기들이 개발

되고 있다. 이중 스텝핑 모터와 DC 서보모터와 같은 기존

의 전자기 모터는 높은 토크와 정확한 제어성으로 산업용 

로봇과 기계장치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전자기 모터

는 소형화 시스템의 요구성능에 적절치 않다. 모터는 크기

를 작게 만들수록 출력토크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터가 아닌 새로운 타입의 구동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 제작(microfabrication) 기술은 밀리구조에 적용

되고 있으나, 기존 방법으로는 충분한 토크와 에너지 효율

을 달성하기 힘들다[1-2].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방법들

과 대체재료가 개발되어 왔다[3-4]. 그 중에서 압전소자는 

나노 위치 시스템, 마이크로 로봇, 마이크로머시닝 시스템

과 의료 기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

만 초음파모터를 포함한 압전 모터는 크게 두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온도상승과 마모로 인한 일정한 진동 

크기조절의 어려움과, 다른 하나는 열발생에 관한것이다

[5]. 이런 단점들은 구동기로서의 압전 모터로의 사용의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타입의 압전 

모터를 개발하였다[6]. 제안된 압전 모터는 바이모프와 회

전자간의 운동량 교환에 의해 구동된다. 

실험결과 수시간의 실험에도 열발생이 거의 없었다. 최

고 회전 속도는 200rpm 이고 정적인 토크의 최대값은 

1.1mNm 이였다. 또한 보고한 바와 같이 영의 변위에서의 

힘인 항장력이 균일한 두께의 바이모프의 경우 길이가 짧

은 쪽일수록 크기 때문에 모터의 크기가 밀리미터 단위로 

작아져도 고효율과 토크성능의 유지가 가능하다.  

이 예측을 증명하기 위해, 최적화 단계를 거친 후 회전

자의 반경이 7.5 ㎜인 소형 압전 모터를 제작하였다. 구체

적으로 속도와 토크를 최대화 하기 위해 고정자의 형상을 

최적화 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과 제작결과 

제안된 구동 원리가 압전 모터를 소형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2. 소형 압전 모터의 최적화  
여기에 최대 속도와 정적인 토크를 포함한 모터의 성능

은 구동전압, 주파수, 위상차, 예하중과 고정자의 모양과 

같은 실험 조건과 시스템 인자에 의해서 좌우된다. 예하중

과 구동주파수와 같은 작업 조건은 실험시 조절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고정자의 형상을 정의하기 위해 (1)식과 같은 

설계변수를 잡았다. 

 

설계 변수: x=[d  l  Θ  l0   lc]    (1) 

 

여기서 d 는 바이모프의 편심 길이, l 은 바이모프의 길

이, Θ는 바이모프가 고정자에 대해 기울어진 길이이다. 

d, l, Θ, l0, lc 로 정의된 고정자의 형상은 Fig. 1 에 

나타나있다.  

목적함수는 모터의 기대 출력으로 잡았고, 출력이 바이

모프의 최고 속도와 운동량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2)식

과 같이 정의 된다. 모의실험을 위해 1 자유도 모델로 가

정하였다. 

 

f=power=kfvfm     (2) 

 

여기서 fv 는 접선 방향 속도, fm 은 회전자의 선형 운

동량이다. 

이때 고정자의 형상은 제작한계와 회전자의 반지름이 

7.5 ㎜로 또한 모터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3)식과 같은 부

등식으로 구속된다. 편심 길이(d)는 lc 보다 커야하고 구동

시 바이모프와의 간섭을 고려해서 1 ㎜의 여유를 주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Rdlc 001.0   

l005.0  
 7030                     (3)                  

Rlc 003.0  

cll  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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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는 SQP(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하지만 SQP 방법은 글로벌 최소값을 보

장하지 않으므로 여러 초기조건이 고정자의 모양을 최적화

하기위해 사용되었다. 여러초기값에 대해 하나의 최적치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결과 d=4 ㎜, l=6.9 ㎜, Θ=30°, l0=3

㎜, lc=3 ㎜의 최적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바이모프가 

1 차 고유진동수에서 작동하므로 바이모프를 1 자유도 스프

링-질량-댐퍼 시스템으로 모델링하였다. 모의실험결과 

4.08KHz 의 공진주파수에서 정상상태 각속도가 200rpm, 바

이모프의 진폭은 133 ㎛, 항장력은 0.2925N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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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Definition of design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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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최적화를 바탕으로 한 압전모터가 Fig. 2 와 같이 제작

되었다. 성능 실험을 위해 함수발생기, 전압증폭기, 다지

털 타코메터와 힘센서가 사용되었다. 함수발생기에서 사인

함수가 발생되고 10 배 증폭되어 바이모프의 공진주파수에

서 작동하였다. 회전 속도는 디지털 타코메터에 의한 비접

촉상태에서 측정하였다. (HT4100, Ono Sokki Co.) 또한 접

선 힘도 측정하였고 정적인 토크도 계산하였다. 

정상상태 속도는 여러 구동주파수, 예하중과 전압에 대

해 측정하였다. 예하중이 없을 때 300Vpp에서 3500Hz 의 공

진주파수에서 203rpm 의 최대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구동

주파수와 공진주파수간의 차이가 커질수록 속도도 감소하

였다. 고정자에서 바이모프를 잡는 힘이 부족하여 제작된 

시스템의 공진주파수가 모의실험에 대해 0.5KHz 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구동 전압이 커질수록 속도는 그에 비례해서 커지는 경

향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Fig. 3).  

 

 
Fig. 2: Fabricated Piezo motor: (a) proto type, R=15mm  

(b) optimization model, R=7.5mm 
 

또한 예하중이 커질수록 속도는 점차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Fig. 4) 실험결과 구동속도를 최대화시키는 예하

중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정적인 토크는 바이모프로부터 

회전자로의 마찰에 의한 에너지 전달로 예하중이 커질수록

(14.6mN 보다 작은 예하중의 경우) 증가하였다. 14.6mN 의 

예하중을 가했을때 예하중이 없을 때보다 25rpm 이상 속도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3: Velocity of motor depends on applied voltage 

 
Fig. 4: Velocity of motor depends on preload 

 
한편, 제작된 최적화된 모델은 제작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나, 제작기술의 발달로 좀더 넓은 범위에서 고

정자의 치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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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 결과 아래 Table 1.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이는 앞서 최적화된 결과에 비해 d 값이 작아지고 
기울어진 각도(Θ)가 더 작아졌으며, 바이모프의 길이(l) 
는 더 증가하고 l0, lc 는 모두 작아진 상태이다.  
 

Table 1: Modification of optimization condition 
 

설계

변수  초기값  
최

적

값  
d(㎜)  3  2  2  3  4  5  4  8  5  3.1 
L(㎜)  11  9  8  5  5  6  7  8  11  7.5 
Θ(°)  33  22  43  21  26  25  22  53  23  22  

L
0
(㎜) 4.6 3.3 3.0 3.5  3.1  3.1 3.3 2.1 7.1 2  

L
c
(㎜)  3.0 2.1 2.2 3.3  3.8  2.1 4.4 3.2 4.2 2.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바이모프로부터 발생한 운동량을 이용해

서 새로운 압전 모터를 제작하고 최적화 모의실험과 실제 

실험을 소개하였다. 최적화 설계는 모터의 출력을 최대화 

시키는 고정자의 형상 구속조건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압전 

모터는 바이모프와 회전자간의 운동량 교환에 의해서 구동

한다. 정상상태 속도와 정적인 토크를 최대화하기 위해 1

자유도 바이모프 모델을 이용하였다. 모의실험과 제작후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설계가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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