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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 및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

를 요구하는 산업들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고정밀 운동은 마이크로 단위의 움직임과 나

노미터의 정밀도를 요구하는데,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 장치들은 고정밀 

운동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압전 소자

(Piezoelectric element)는 기계적인 장치가 필

요하지 않고 크기 또한 작다. 그리고 반응이 빠르며 

움직임이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Stage에서 flexure hinge를 사용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flexure hinge를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방식의 hinge를 

고안 하여 3개의 지렛대를 사용 하였으며, 이 hinge

를 cross hinge라고 명명 하겠다. 또한 cross 

hinge를 Ansys의 최적화 툴을 이용한 최적화 설계

를 통해서 design에 적용시킴으로써 cross hinge

가 최적화된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기계적 구조

Fig.1 Catia 3D motion stage design 

Fig 1은  Catia를 이용하여 그린 3D 디자인 이다. 

Fig 1은 압전 소자를 기준으로 지렛대를 대칭이 

되게 배치하는 병렬구조를 사용하여 Stage의 정밀

도를 향상 시키며 monolithic한 가공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여 조립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오차를 줄여 

제작의 경제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2.1 Cross Hinge와 Flexure Hinge

Fig.2 Flexure hinge and cross hinge
Fig 2 는 Flexure Hinge와 Cross Hinge의 모습이

다. Flexure Hinge는 기하학적으로 대칭구조이며 

지렛대를 2중 3중으로 사용 하게 되면 응력이 커지

게 되어 두께(t)를 얇게 한 Hinge의 중간 부분에 

응력 집중으로 인한 응력이 커지게 된다. 반면 

Cross Hinge는 일자형 구조로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고 지렛대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Hinge

를 기울였다. 이는 응력을 줄일 수 있어 Hinge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Ansys를 이용한 최적화 설계

Fig.3 Four cases of ansys optimization 

Fig 3은 Cross Hinge와 Flexure Hinge를 조합하

여 만든 4가지 경우를 Ansys로 최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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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ffector  

변위(mm)

Equivalent 

Stress(MPa)
증폭비

(a) 2.1422 359.21 53.555
(b) 2.8041 268.8 70.1025
(c) 2.0749 337.48 51.8725
(d) 2.8072 263.55 70.18

전압(V)
피에조 변위

(um)

스테이지 변위

(um)
증폭비

2 0.11 6.09 53.36
4 0.21 12.76 60.76
6 0.3 19.36 64.53
8 0.39 25.54 65.49

10 0.47 31.27 66.53

Table 1  Optimization result

Fig.4 End effector Displacement 3D chart

Fig. 5  Equivalent stress 3D chart

Table 1은 최적화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Cross 

Hinge로만 된 (d)의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4와 Fig. 5는 Hinge 2 부분의 

입력변수들의 값과 End Effector Displacement와 

Equivalent Stress의 관계를 3D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다. 

2.3 제작 및 실험

Fig.6 제작한 Motion stage
Fig 6은 Ansys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Motion stage이다. 

광학현미경과 LabVIEW에 있는 Pattern Match를 

사용 하여 스테이지의 움직임을 측정하였고 PID제

어를 통해 스테이지를 제어 하였다.

3.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

Table 2는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이다. 같은 

입력 전압에서 피에조의 변위와 스테이지의 변위

를 측정하여 증폭비를 구하였다.   

Fig.7 20nm 해상도

Fig 7은 PID제어를 통해 20nm의 해상도를 보여 

준다. 

4. 결론

Cross hinge 를 사용하여 많은 응력을 줄여 

3 개의 레버를 사용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60

배 이상의 증폭 비를 얻었다. 그리고 병렬 기

계적 구조와 PID 제어를 통해서 20nm 수준의 

해상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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