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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적층형 압전소자에 의해 구동되는 압전 

스테이지는 적층형 압전소자의 특성인 빠른 
동특성과 고 분해능으로 인하여 초정밀 
위치결정 및 스캐닝 작업용 스테이지로 
응용되어왔다.1,2 그러나 적층형 압전소자는 
비선형성, 미소 구동범위 및 비 양방향 구동의 
단점이 존재하며, 압전 스테이지에도 이 들의 
단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압전 스테이지를 설계할 때 이 들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소 구동범위를 확대하며 
양방향 구동이 가능한 2 축 병렬형 압전 
스테이지의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스테이지의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병렬형 압전 스테이지의  구조  

병렬형 압전 스테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 Fig. 1 을 고려하자. 그림에서 2 쌍의 
동일한 메커니즘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다. X 축 구동의 메커니즘에서 물체 Bx는 힘 
Fx 에 의해 x 방향으로 운동하며, 물체 Bmx 는 
물체 Bx 에 대해서 y 방향으로 운동한다. 즉 
물체 Bmx 는 x 방향에 대해 능동운동을 하며 y 
방향에 대해서는 피동운동을 한다. 동일하게, 
물체 Bmy 는 y 방향에 대해 능동운동을 하며 x 
방향에 대해서는 피동운동을 한다. 여기서, 
물체 Bmx 와 Bmy 를 서로 체결하여 구속시키고, 
이것을 Bm 이라고 칭하면, 물체 Bm 은 힘 Fx 및 
Fy 에 대해 능동운동을 하는 2 자유도 병렬형 

메커니즘이 된다. 
 

 
Fig. 1 Conceptual parallel mechanism 

 
Fig. 1 을 압전 스테이지로 구현하기 위해 

Fig. 2 와 같은 탄성힌지 메커니즘을 고려하자.  
 

 
Fig. 2 A compliant mechanism for 1 axis 

 
여기서, Bx, By 를 매개 플랫폼, Bm 을 목적 
플랫폼이라 칭하자. 이 메커니즘의 중앙에 
목적 플랫폼이 있으며 그 양쪽에 동일한 
형태의 매개 플랫폼 및 탄성힌지로 구성된다. 
매개 플랫폼은 적층형 압전소자에 의해 변위가 
확대되며 구동된다. 양 쪽의 동일한 탄성힌지 
메커니즘이 열 십자 형태로 교차되어 배치되며, 
중앙의 목적 플랫폼은 서로 구속되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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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으로 되고, 구동은 각 축의 양쪽에 있는 
2 개의 압전소자의 차분력에 의해 각각 1 축이 
구동된다. 

 
3. 설계 및 해석  

차분력 구동에 의한 병렬형 압전 
스테이지의 메커니즘에서 압전소자의 크기 및 
강체인 매개 플랫폼과 목적 플랫폼의 형상 및 
크기는 미리 임의로 정한다. 그 후 탄성힌지의 
크기를 설계한다. Fig. 3 은 설계된 스테이지의 
FEM 해석 모델이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x 및 y 두 축에서 최대 ±132.3 
mm 의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제시한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2 축 병렬형 
양방향 구동 스테이지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Analysis model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소 구동범위를 확대하며 

양방향 구동이 가능한 2 축 병렬형 압전 
스테이지의 메커니즘을 제시하였으며,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제시한 
메커니즘은 양방향 구동이 가능하며, 최대 
±132.3 mm 의 변위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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