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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반도체 가공 및 측정, 정밀 광학 

장치 정렬, 바이오 셀의 미세 조작 등의 많은 

분야들에서 초정밀 이송 장치들은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은 나

노미터 단위의 고분해능, 수 밀리미터 이상의 

큰 구동 영역, 높은 출력힘, 빠른 속력 및 응

답 속도, 높은 강성, 넓은 대역폭, 작은 크기 

및 낮은 입력 전력 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특성을 만

족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6 자유도 초정밀 

이송 장치의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밀 광학 부품들의 정렬을 위한 장치를 개발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입력 전원 차단 시 위

치 유지 (Power-off hold) 특성 및 온도 변화

에 따른 위치 안정성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6 자유도 위치 제어를 위한 많은 기존 연구 

결과들이 조사되었다.
(1~4) 엑추에이터 및 가이

드 방식에 따라 다양한 구조가 제안되었는데, 

피에조 엑추에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수십 마이

크로 미터 수준의 제한된 구동 범위가 단점이

며, 전자기 (Electro- magnetic) 엑추에이터는 

Power-off hold 특성을 갖도록 구현하기 어렵

게 된다. 
 

2. 6자유도 초정밀 병렬 로봇  
제안된 6 자유도 병렬 나노 위치결정 로봇의 

개념도가 그림 1,2 에 제시된다. 3-PPRRRR 병

렬 Tripod 구조이며, 구동을 위해서 2 축 피에

조 스텝핑 모터(5)가 사용되었고, 정밀도를 높

이기 위해 모든 수동 조인트들에서의 마찰과 

유극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유연 기구 조인트

들이 제안되었다. 이 때 유연 기구 조인트들의 

경우, 탄성 변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회전 변위가 제한되고, 이는 병렬 로봇의 

이송 변위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를 극복하기 위한 유연 기구들의 설계를 다룬

다. 

 

Fig. 1 Conceptual diagram of the proposed 6-DOF 
parallel robot 

 

Fig. 2 Embodiment of the developed a novel 6-DOF 
nano-positioning system 

 

3. 병렬 로봇의 유연 조인트 설계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회전 유연 

조인트는 Notch-hinge 타입이지만, 노치 형상에 
기인한 피봇점에서의 응력 집중으로 인해 작은 
변위의 구동만이 가능하다.(6) 이를 개선하여 
응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타원형이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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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등으로의 형상을 변화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7-9) 이를 통해 변위의 개선이 
가능한 반면에, 회전 피봇점의 변화가 수반될 
뿐 아니라 타원의 장축이나 판스프링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비틀림에 취약해 기생운동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연 조인트의 
변위를 증가하면서 동시에 기생운동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메커니즘 디자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메커니즘의 
요소를 판스프링을 사용함으로써 변위를 
높이면서 적절한 구조를 통해 기생 자유도의 
발생을 막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들의 예가 
Cross-strip flexure, cartwheel flexure, axial strip 
flexure 등이다.(10,11) 본 논문에서는 6 자유도 
병렬 기구의 유연 조인트로써, cartwheel 
flexure 와 axial strip flexure 를 사용하여 유연 
Limb 구조를 구성하였으며, 제안된 구조는 
그림 3에 제시된다. 

 
 
 
 
 
 
 
 
 
 
 
 
 

Fig. 3 3-PPRRR

 

R Limb structure composed of 
compliant joints 

4. 결론  
3-PPRRR

 

R Tripod 구조에 기반한 6 자유도 
병렬 나노 위치결정 로봇이 제안되었다. 병렬 
기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유인 조인트들을 
채용하였고, 탄성한계로 인한 유연 조인트들의 
변위를 개선하기 위한 병렬 기구의 Limb 구조 
설계에 초점을 두었다. Cartwheel flexure와 
Axial-strip flexure에 기반한 Limb 구조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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