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0권 제2호(2011년 6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10, No. 2. June 2011.

25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트랙킹 진동량 추정 시스템

진경복·이문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A Tracking Vibration Estimation System Using a Genetic Algorithm

Kyoung Bog Jin and Moonnoh Lee†

School of Mechatronics Engineering KUT, †Computer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tracking vibration estimation system of the track-following system using a tracking loop gain

adjustment algorithm and a genetic algorithm. The algorithms are introduced to estimate accurately the tracking vibration

quantity in spite of the uncertainties of the tracking actuator. An estimated actuator model can be found by applying a

genetic algorithm. Accordingly, the tracking vibration quantity can be estimated from the measured tracking error, the

tracking controller and the estimated actuator model. The proposed tracking vibration estimation method is applied to

the track-following system of an optical recording device and is evaluated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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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스크상에 기록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재생하거나

기록하기 위해서 광 픽업은 디스크상에 정확하게 초점

을 맞추어야 하고 광 픽업이 트랙을 정밀하게 추종하

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스크 편심으로 인해 디스

크가 회전함에 따라 트랙 추종 시스템에 트랙킹 진동

량이 발생한다. 이러한 트랙킹 진동으로 인해 광 픽업

이 트랙을 정확하게 추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랙킹

진동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트랙 추종 시스템이

필요하다. 

디스크의 회전 배속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트랙

킹 진동량의 주파수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트랙 추

종 시스템의 제어 대역폭도 증가하여야 한다. 고배속에

서 엑츄에이터 부공진이 트랙 추종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상 여유 등의 안정도 마진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트랙킹 진동량의 크기와 주파

수 범위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회전 배속에서 실제 발생하는 트랙킹 진동량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배속 변화에도 트랙킹 최

소 루프 게인과 제어 대역폭을 최대한 정확하게 결정

할 수 있고 트랙 추종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1-2]. 그리고 배속 변화에 따라 추정한 트랙킹 진

동량은 광 기록기기의 기구부 설계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배속이 증가함에 따라 엑츄에

이터의 감도와 공진 주파수를 얼마나 증가시켜야 하는

지를 결정할 때에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랙 추종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트랙

킹 진동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트랙킹 엑츄에이터의 불확실성에 대해 트랙

킹 진동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본 논문

에서는 트랙킹 루프 게인 조정 알고리즘과 유전자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실제 드라이브의 엑츄에이터 모델을

근사적으로 추정한다. 회전 배속이 변함에 따라 트랙킹

진동량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트랙킹 최소 루프 게인을 추정할 수 있다. 제안

된 트랙킹 진동량 추정 시스템은 광 기록기기의 트랙

추종 시스템에 적용하였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E-mail : mnlee@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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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 디스크 드라이브의 트랙 추종 시스템

Fig 1은 전형적인 광 기록기기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광 기록기기는 디스크상에 기록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재생하거나 데이터를 디스크상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목표 트

랙으로 빠르게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광 기록기

기는 디스크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한 스

핀들 서보 시스템, 디스크상에 초점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한 포커스 서보 시스템, 트랙을 정밀하게 추종하기

위한 트랙 추종 시스템, 광 픽업을 목표 트랙으로 빠르

게 이동하기 위한 검색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트랙 추종 시스템은 엑츄에이

터를 트랙 방향으로 정밀하게 제어하여 광 픽업이 트

랙을 추종하도록 한다. Fig 2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의

트랙 추종 시스템의 블록도를 나타내며 광 위치 센서,

트랙킹 엑츄에이터, 트랙킹 제어기, 필터와 증폭 회로

로 구성된다. 트랙킹 에러 e(t)는 트랙의 중심과 빔 스

팟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며 광 소자에 의해 검출된 후

트랙킹 에러생성 방법으로 만들어진 후에 게인 KP에

의해 증폭된다. 

트랙을 정밀하게 추종하기 위해 광 픽업을 디스크의

반경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트랙킹 엑츄에이터

P(s)는 전류 증폭기에 의해 구동되는 voice 코일 모터

이며 보통 2차 선형 모델로 모델링된다. 제조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모터 특성 상수들은 공칭값을 기준으로

어떤 범위의 편차를 가지기 때문에 트랙킹 엑츄에이터

의 동작은 공칭값에 의해 근사적으로 모델링될 수 있

지만 모델링 에러는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디스

크 반사율 차이와 동작 환경의 변화도 엑츄에이터의

모델링 불확실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을 고려하여 트랙킹 엑츄에이터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될 수 있다. 

(1)

여기서 a1n, a2n, b2n은 엑츄에이터 공칭 파라미터이

고 δa1, δa2, δb2는 모델링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엑츄에이터의 데이터 시트에 의하면 모델링 불확실성

은 공칭값의 대략 ± 10% 정도이다. 

디스크 편심으로 인해 디스크가 회전하면 트랙킹 진

동 d(t)이 트랙 추종 시스템에 발생한다. 트랙킹 진동에

대해 광 픽업이 트랙을 정밀하게 추종하기 위해 트랙

킹 제어기 C(s)는 발생하는 트랙킹 진동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트랙 추종 시스템은 발생

하는 트랙킹 외란에 대해 트랙킹 에러가 최대 허용 에

러 emax보다 항상 작고 목표로 하는 위상 여유와 적절

한 제어 대역폭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된 트랙킹 제어기를 트랙 추종 시스템에 적용하

면 트랙킹 엑츄에이터의 모델링 불확실성 때문에 트랙

추종 시스템의 성능은 드라이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

게 된다. 이러한 성능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트랙

추종 제어를 하기 전에 트랙킹 루프 자동 조정을 실행

한다 [1]. 트랙킹 루프 자동 조정은 엑츄에이터 불확실

성에 대해 트랙킹 루프가 항상 비슷한 위상 여유를 가

지도록 트랙킹 제어기의 DC 게인을 조정한다. Fig 3은

트랙킹 루프 자동 조정 알고리즘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트랙킹 루프 자동 조정을 위해 특정 주파수의 정현

파 입력을 트랙킹 에러에 더한다. 특정 주파수는 제어

대역폭 부근의 주파수를 선택하고 트랙킹 에러와 정현

파 입력을 합한 출력을 트랙킹 제어기에 인가한다. 트

랙킹 에러 성분 중에 정현파 입력의 특정 주파수만 추

출하기 위해 band pass 필터를 트랙킹 에러에 연결한

다. 정현파 입력 주파수 ω0에서 정현파 입력 x(t)와

band pass 필터 출력 z(t)사이의 관계는 KpC(s)P(s)에

의해 표현되는 트랙킹 루프 전달 함수 L(s)에 의해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s( )
b2n 1 δb2+( )

s
2

a1n+ 1 δa1+( )s a2n 1 δa1+( )+

------------------------------------------------------------------=

Fig. 1. Schematic view of an optical rewritable drive.

Fig. 2. Block diagram of the track-follow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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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상차 □는 L(jω0)와 (1+ L(jω0))의 위상차를 계산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엑츄에이터 불확실성이 없다면

L(jω0)와 (1+ L(jω0))의 위상들은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위

상차 □는 공칭 위상차 □n이 된다. 그러나 엑츄에이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L(jω0)와 (1+ L(jω0))의 위상들은

계산할 수 없고 위상차 □는 공칭 위상차 □n와 다르게

된다. 위상차 □와 공칭 위상차 □n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엑츄에이터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위상 여유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고 트랙 추종

시스템의 성능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따

라서 엑츄에이터 불확실성이 트랙킹 루프에 미치는 영

향만큼 트랙킹 제어기의 DC 게인을 역으로 조정하여 트

랙킹 루프의 위상 여유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러한 트랙킹 루프 자동 조정 과정은 (□−□n)의 차이가

목표로 하는 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다. 

트랙킹 루프 게인 조정 후 트랙킹 제어기의 DC 게

인이 공칭 DC 게인에 비해 Kδ배 증가하였다면 실제

엑츄에이터의 DC 게인은 공칭 엑츄에이터 DC 게인보

다 1/Kδ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랙킹 루프 조정 후

의 트랙킹 제어기는 C(s)Kδ 가 된다.

3.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트랙킹 진동량 

추정 방법

발생하는 트랙킹 외란에 대해 트랙킹 에러가 최대

허용 에러보다 항상 작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트랙킹 진동량의 주파수 특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트랙킹 최소 루프 게

인을 구하여야 한다. 각 주파수 ω 에서 발생하는 트랙

킹 진동량 D(jω)는 트랙킹 에러, 트랙킹 제어기, 트랙

킹 엑츄에이터 모델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

다.

(3)

트랙킹 엑츄에이터 모델 (1)은 모델링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파수에서의 트랙킹 진동

성분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유

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제 엑츄에이터 모델을 근

사적으로 추정하고 추정된 엑츄에이터 모델을 트랙킹

진동량 계산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트랙 추종 시스템은 트랙 추종 제어를 시

작하기 전에 트랙킹 루프 자동 조정을 실행하기 때문

에 실제 엑츄에이터 DC게인은 이를 반영하여 재설정

될 수 있다. 트랙킹 루프 자동 조정 후 트랙킹 제어기

의 DC 게인이 Kδ배가 되었다면 실제 엑츄에이터 게인

은 공칭 게인의1/Kδ배이므로 엑츄에이터 DC 게인을

1/Kδ배로 조정하고 불확실성 파라미터 δb2는 0로 설정

한다. 이를 반영한 엑츄에이터 추정 모델과 트랙킹 진

동량은 다음과 같다. 

(4)

 

(5)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트랙킹

루프의 위상 여유와 공칭 위상 여유의 차가 최소가 되

는 불확실성 파라미터δa1와 δa2를 구하여 실제 엑츄에

이터의 추정 모델에 사용한다. Fig 4는 유전자 알고리

즘의 블럭도를 나타낸다. 

불확실성 파라미터δa1와 δa2를 개체 변수로 사용하며

개체들은 실수값을 가지고 초기에 임의적으로 생성된

다. 트랙킹 루프의 위상 여유(PM)와 공칭 트랙킹 루프

의 위상(PMn)의 차가 최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목적

함수 J는 (PM-PMn)/(PM+ PMn)로 설정한다. 각 개체

에 대해 구한 목적 함수 값은 선형 등급 알고리즘(lin-

ear ranking algorithm)에 의해 등급화되고 적합도(fit-

ness)가 각 개체에 할당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개체들

은 확률론적인 일반 샘플링(stochastic universal sam-

pling)에 의해 선택되고 교차 확률에 따라 교차 연산자

z t( )

x t( )
--------

L jω0( )

1 L jω0( )+
----------------------

L jω0( )

1 L jω0( )+
----------------------= = φ<

D jω( ) 1 KpC jω( )P jω( )+( )E jω( )=

Pˆ s( )
b2n Kδ⁄( )

s
2

a1n+ 1 δa1+( )s a2n 1 δa2+( )+

------------------------------------------------------------------=

Dˆ jω( ) 1 KpKδC s( )Pˆ jω( )+( )E jω( )=

Fig. 3. Block diagram of the tracking loop adjustmen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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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여 생성된다. 교차 후 각 개체는 돌연변이 확

률에 따라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현

개체군에 재삽입된다. 이러한 유전자 알고리즘은 적절

한 중단 조건 ( %)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된다.

4. 실험 결과

제안된 트랙킹 진동량 추정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광 기록기기의 트랙 추종 시

스템에 적용하였다. 트랙 추종 시스템과 트랙킹 진동량

추종 시스템은 Fig 5의 디지털 서보 보드에 의해 구현

되었다. 진동량 추정을 위한 트랙킹 에러 Kpe(t)을 측정

하기 위해 12 비트 100 KHz샘플링의 A/D 컨버터를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광 기록기기의 트랙킹 엑츄에이터

의 공진 주파수는 65 Hz, 감쇠 상수는 0.158, DC감도

0.95 mm/V, 전압-전류 드라이버 게인이 2.7이다. 트랙

킹 엑츄에이터는 이러한 공칭값과 불확실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될 수 있다. 

(6)

엑츄에이터 계수들은 ±10% 이내에서 변하기 때문에

엑츄에이터 불확실성 δa1, δa2, δb2는 ± 0.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디지털 서보 보드에서 DVD 디스크의

0.37 µm사이의 트랙킹 에러는 Kp 게인에 의해 1.2 V로

증폭되기 때문에 증폭 게인 Kp는 3.2 × 106 [V/M] 이

다. 트랙킹 진동량 추정을 위해 트랙 추종 시스템을 구

동하기 위해 다음의 트랙킹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7)

트랙킹 루프 게인 조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트

랙킹 제어기의 DC 게인은 공칭 DC 게인의 1/1.3배로

조정되었다. 이것은 트랙킹 엑츄에이터의 실제 게인이

(7)의 공칭 게인보다 1.3배 더 크기 때문에 최대한 동

일하게 트랙킹 위상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 트랙킹 제

어기의 DC 게인을 1/1.3배로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루프 조정 게인Kδ은 1/1.3가 되고 이를

반영한 트랙킹 엑츄에이터 추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8)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위한 개체 변수로

불확실성 파라미터 δa1와 δa2를 설정하였다. 30개의 개

체들은 초기에 ±0.1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선택되었

다. 개체들은 확률론적인 일반 샘플링(stochastic uni-

versal sampling)에 의해 선택되었고 선택된 개체들은

0.8의 교차 확률을 가진 선형 재결합 교차 연산을 통해

재결합되었다. 교차 후 각 개체들은 0.15 확률을 가지

고 돌연변이가 진행되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현 개체군

에 다시 재삽입되었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

정한 불확실성 파라미터는 δa1=0.00034, δa2=0.065이다. 

측정된 트랙킹 에러, 엑츄에이터 추정 모델, 루프 자

동 조정 게인을 식(5)에 적용하면 각 회전 배속에서의

 δ J gen( )  0.5<

P s( )
158.5 1 δb2+( )

S
2

129.1 1 δa1+( )s 166800 1 δa2+( )++

------------------------------------------------------------------------------------=

1.1 10
7

× s
3

4.8 10
11
s
2

5.0 10
15
s 1.4 10

19
×+×+×+

s
4

8.2 10
5
s
3

1.3 10
11
s
2

5.1 10
15
s 3.5 10

18
×+×+×+×+

---------------------------------------------------------------------------------------------------------------------

Pˆ s( )
206.1

s
2

129.1 1 δa1+( )s 166800 1 δa2+( )+ +

-----------------------------------------------------------------------------------=

Fig. 4. A flow diagram showing a genetic algorithm.

Fig. 5. A digital servo board for estimating the tracking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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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킹 진동량을 추정할 수 있고 Bode 선도를 이용하

여 각 회전 배속에서 추정된 트랙킹 진동량의 주파수

특성을 구할 수 있다. Fig 6과 7은 DVD 12배속과

DVD 16배속에서 추정한 트랙킹 진동량을 나타낸다.

최대 진동량은 50 dB (200 µm) 보다 작고 디스크 회전

속도의 정수배에서 상대적으로 큰 진동 성분이 발생하

고 디스크 회전 배속이 증가함에 따라 트랙킹 진동량

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정된 트랙킹 진동량을 최대 허용 에러로 나누면

트랙킹 최소 루프 게인을 구할 수 있다. 광 디스크 드

라이브에서 트랙킹 에러는 광학 시스템, 기계 시스템,

디지털 서보 보드에서 발생되는 에러의 합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트랙킹 루프 설계시의 트랙킹 허용 에러는

실험에서 나타나는 최대 허용 에러의 1/3이어야 한다.

Fig 8은 트랙킹 에러의 최대 허용 에러가 0.03 µm인

DVD 12 배속의 트랙킹 최소 루프 게인을 나타낸다.

저주파 대역의 트랙킹 루프 게인이 70 dB이상, 제어

대역폭이 5 KHz는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과 루프 게인조정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트랙 추종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트

랙킹 진동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엑츄에이

터 불확실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트랙킹 진동량을 추정

하기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제 드라이브

의 불확실성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트랙킹 진

동량은 트랙킹 제어기 설계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고

트랙킹 진동량을 줄이기 위한 기구부 설계에도 참고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트랙킹 진동량 추정 시스템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광 기록기기의 트랙 추종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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