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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fl : 단위 길이당 발생되는 로렌츠력(N/m) 

i : 흐르는 전류(A) 

B : 자속밀도(T) 

q : 단위 부피당 발생되는 주울열(J/m3)  

j : 전류밀도벡터(A/m2) 

ρ : 비전기저항(Ωm) 

1. 서 론 

구동 전원의 효율적 사용 관점에서 구동 중에 

추가적인 전력의 입력 없이 안정한 변형 상태를 

Key Words : Electromagnetic Lorentz Force(전자기 로렌츠력), Bistability(쌍안정성), Multistability(다중 안정성), 
Quadstability(사중안정성), Arc-length Method(호 길이법), Electro-thermal Analysis(전기-열해석), 
Transient Analysis(과도해석) 

초록: 본 논문에서는 작동 평면상의 네 위치에서 사중안정점을 가지는 신개념 전자기형 마이크로 액추에이터의 

구조체와 전자기 로렌츠력을 이용하는 구동 방식을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을 비선형 구조해석 및 전기-열해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사중안정성 액추에이터의 구현을 위해서 관련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쌍안정성 액추에

이터의 개념을 확장 응용하였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사중안정성 미소 구조체의 정적 해석과 과도동

적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액추에이터 구조체의 다중안정성 유무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체 설계에 반

영하였다. 사중안정성 미소 구조체를 도체화하여 자기장 내에서 구조체에 전류를 통할 때에 발생하는 로렌츠력으

로 평면상의 네 안정점으로 구조체를 구동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그 때 필요한 구동전류의 크기 및 전자기 구동

에 의한 주울열에 의한 온도분포를 계산하여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관심 대상인 

쌍안정성의 이용이 아니라 더욱 확장된 다중안정성을 가진 미소 액추에이터의 구조체와 전자기 구동방법을 제안

하여 향후에 다중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마이크로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design and nonlinear simulation of a multistable electromagnetic microactuator, which provides four 
stable equilibrium positions within its operating range, have been discussed. Quadstable actuator motion has been made possible 
by using both X- and Y-directional bistable structures with snapping curved beams. Two pairs of the curved beams are attached to 
an inner frame in both X- and Y-directions to realize independent bistable behavior in each direction. For the actuation of the 
actuator at the micrometer scale, an electromagnetic actuation method in which Lorentz forc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was 
used. By using this method, micrometer-stroke quadstability in a plane parallel to a substrate was possible. The feasibility of 
designing an actuator that can realize quadstable motion by using the electromagnetic actuation method has been thoroughly 
clarified by performing nonlinear static and dynamic analyses and electrothermal coupled-field analysis of the multistable 
micro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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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기계적 쌍안정성(mechanical bistability)을 

이용하는 방법은 작동할 순간에만 에너지를 필요

로 하고, 유지할 때에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

하지 않는 장점으로 소모 구동전력을 최소화 하여 

전원 공급에 상대적으로 제약을 지닌 마이크로 시

스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1) 

이러한 이유로 쌍안정성을 이용한 마이크로 메

커니즘과 그 응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

다.(2~17) 기계적 쌍안정성을 이용한 마이크로 구조

는, 구동 시 ON 또는 OFF 상태를 유지하는데 추

가적인 구동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마이크로 

릴레이,(3) 마이크로 밸브,(6,14) 메모리 셀,(15) 마이크

로 액추에이터(8,12) 및 마이크로 스위치(16,17) 등의 

마이크로 기전시스템(MEMS)에 널리 이용되었다. 

특히 얇은 곡선보와 박막(membrane)은 여러 가지 

쌍안정성 소자에 성공적으로 이용되었다.(2~7)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도 Qiu,(2) Vangbo(4,5)와 

Schomburg(6) 등에 의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쌍안정성을 가지는 마이크로 구조체를 위하

여 여러 가지 유연(compliant) 메커니즘이 연구되

었다.(9~13) 비유연 메커니즘으로는 걸쇠(latch-lock)

형 쌍안정성 메커니즘(15)이 광스위치로 응용된 연

구가 발표되었다. 

마이크로 액추에이터의 구동으로는 정전기형(20) 

열형,(21) 압전형(22) 등 여러 가지 구동방식이 시도

되었으며 이중 Ko 등(18)이 제안한 평면구동형 전

자기 마이크로 액추에이터(Laterally Driven Electro-

magnetic Microactuator, LaDEM)는 평면구동이 가능

하여 타 전자기형 구동방식보다 그 응용성이 높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중안정성에 대한 연구로는 쌍안정성을 평면의 

양방향으로 확장한 사중안정성 일체형 메커니즘이 

Han(1)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연

구에서는 메커니즘의 구조적 관점에서 사중안정점

의 존재 여부 및 프로토타입 제작과 실험에 대한 

내용만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사중안정성 메커니즘을 사중안정성 액추에이터로 

확장하기 위한 전자기 로렌츠력을 이용한 구동방

법 및 해당되는 비선형 구조해석 및 전기-열 해석

을 수행하여 사중안정성 전자기형 액추에이터로의 

타당성을 보이고자 한다. 

2. 작동 개념 및 원리 

2.1 쌍안정성 및 사중안정성 

곡선보 및 곡면판과 같은 쌍안정성 구조는 Fig. 

1처럼 일반적으로 변형이나 구동 중에 두 위치나 

형상에서 탄성 변형 에너지의 최소점을 가진다. 

따라서, 구조체의 변위-하중 선도에는 음의 강성

과 음의 구동력 부분이 나타난다. 또한 이 선도를 

적분하면 변형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얻게 된다. 

변형이 진행되는 동안 곡선보 내부에는 보의 굽힘

(bending) 에너지와 보의 압축(compression) 에너지

가 동시에 발생된다. 이 경우, 에너지 관점에서 쌍

안정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곡선보가 

반대 방향으로 변형되는 동안에 굽힘 에너지는 단

조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압축 에너지는 중심선 

부근에서 최대값이 되고 그 중심선을 통과하면서 

다소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곡선보가 중

심선을 통과하면서 구조체 내부의 압축 에너지의 

감소가 굽힘 에너지의 증가보다 빠르게 되면, 음

의 구동력이 발생되고 구조체는 쌍안정성을 가지

게 된다.(1,2)  

본 논문에서는 Fig. 2와 같은 사중안정성 일체형 

메커니즘(1)을 제안한 액추에어터의 구조체로 고려

하였다. 이 구조체는 두 쌍의 곡선보를 사용하여 

X와 Y방향으로 각각 쌍안정성을 지니도록 설계되

었다. 윗쪽과 아랫쪽의 수평 방향 곡선보는 양쪽

이 지지되고 중간 부분은 내부 프레임(inner frame)

과 연결되어 있으며, Y방향으로 두 곳에서 안정점

을 가진다. 한 쌍의 수직 방향 곡선보는 내부 프

레임에 의해 양단이 지지되며, X방향으로 두 곳에

서 안정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발생하는 쌍안정성으로 내부 스테이지(stage)는 

Fig. 3과 같이 평면 상의 서로 다른 네 점(positions 

O, A, B, C)에서 기계적 안정점을 가진다. 이때, 각 

방향으로 µm급으로 구동되도록 설계함으로써 µm

급 사중안정성 마이크로 액추에이터로 구현할 수 

있다. 

2.2 전자기 로렌츠력을 이용한 사중안정성 액추

에이터의 구동방법 

사중안정성 미소 구조체의 중앙부분을 X와 Y방

향으로 구동하는 방식으로는 LaDEM(18) 구동방식

을 응용하였다. LaDEM은 Fig. 4에 도시한 바와 같

이 기본적으로 MEMS 기술로 제작되는 상부 실리

콘 칩과 하부의 상자성체로 구성되며, 실리콘 기

판의 하부에 부착된 상자성체는 실리콘 기판에 수

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때 아치 형

상의 상대적을 긴 판 스프링에 전류를 흘리면 판 

스프링을 따라 로렌츠력(Lorentz force)이 발생하게 

되고, 인가된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치 형상

의 판 스프링은 그림의 점선 모양과 같이 반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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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구동되게 된다. 이 때에 단위 길이의 판 

스프링에 발생하는 로렌츠력(fl)은 아래와 같이 주

어진다. 

 Bi×=lf   (1) 

여기서 i는 판 스프링으로 흐르는 전류, B는 자속

밀도를 나타내는 벡터 물리량이다. 

다음은 LaDEM을 응용하여 사중안정점으로 구

조체를 구동하는 방법을 설명한다.(Fig. 5 참조) 구

조체를 상하방향(vertical direction)으로 구동하기 위

해서는 위쪽 및 아래쪽의 곡선보에 오른쪽에서 왼

쪽으로 구동전류(direct current)를 가한다. 이때, 자 

 

 
 

 

Fig. 1 Typical displacement-force response of a bistable 
curved beam 

 

 
Fig. 2 Schematic structure of the proposed quadstable 

actuator(1) 
 

 
Fig. 3 The quadstable positions of the actuat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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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erational principle of LaDEM(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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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lectromagnetic Lorentz force actuation method 
for the micro actuator. The solid- and dotted-lines 
mean the applied current for snapping to positions 
A and B, respectively. For snapping to position C, 
the actuation to position B is followed 
continuously by a Y-directional a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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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은 기판의 밑면에 위치한 상자성체로부터 구

조체가 위치한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

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류는 양 곡선보에 위쪽으

로 향하는 로렌츠력을 발생하여 구조체가 Y방향

으로 구동되도록 한다. 이 경우, 양 곡선보 사이에 

있는 구조체 부분에서의 전기적 포텐셜은 거의 0

의 값에 가깝기 때문에 두 개의 외측 연결빔 부분

(outer connecting parts)를 통한 전류의 흐름은 거의 

없다. 수직방향으로 구동된 상태(position A)에서 

구동 때와 반대방향으로 전류를 가하면 구조체는 

초기상태(position O)로 스냅스루(snap-through) 된다. 

구조체를 수평방향(horizontal direction)으로 구동

하기 위해서는 각각 왼쪽에 위치한 단자(anchor)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오른쪽에 위치한 단자는 절

연시킨다. 추가적으로 안쪽 프레임(inner frame)의 

왼쪽 및 오른쪽 부분을 절연하여 구동전류가 두 

개의 수직한 곡선보를 지나게 하여 그 곡선보에 

음의 X방향으로 로렌츠력이 발생하게 한다. 구조

체가 음의 X방향으로 구동될 때에는 구조상 구동

전류가 위쪽 및 아래쪽의 수평 곡선보의 왼쪽 부

분에도 흐르게 된다. 이 부분의 구동전류는 위쪽 

및 아래쪽 수평 곡선보에서 각각 아래 방향과 위 

방향으로 불필요한 구동력을 발생시킨다. 다행히 

이 불필요한 두 구동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상쇄되며 그 영향은 구조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position C 안정점으로 구조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position B로 구조체를 구동하고 이

후에 연속적으로 Y방향으로 구동시키는 방법을 

이용한다. 즉 구조체가 position B로 스냅스루 된 

후에 수평방향 구동전류는 끊고, 구조체를 position 

A로 구동하는 식으로 위쪽 및 아래쪽의 곡선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구동전류를 인가한다. 이 구

동순서와 반대순서로는 position C로 구동하는 것

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수평방향의 구동시 위

쪽 수평 곡선보의 왼쪽 1/2 부분에 발생하는 아래

방향으로의 로렌츠력이 position A에서의 쌍안정

(bistable)한 상태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Position A, 

B 및 C로의 구동방식에 대해서는 Fig. 5에 자세히 

도시하였다. 

3.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3.1 유한요소 모델링 

앞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중안정성 구조체

에 전자기력을 이용한 구동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구조해석을 비선형 유한요소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우선 전자기 로렌츠력이 작용하는 경

우, 구조체의 내부 스테이지 중앙(O점)의 X와 Y

방향으로의 거동에 대하여 정적 해석을 수행하였

다. 사중안정성 구조체의 경우처럼 스냅스루가 발

생하고, 후좌굴해석(post-buckling analysis)과 같은 

비선형 응답의 구조해석에 적합한 호 길이법(arc-

length method)(23)을 사용하였고 해석 시, 대변형으

로 인한 기하 비선형성(geometrical nonlinearity)을 

 
 
BEAM188 / BEAM44 
No. of element : 472 
No. of node : 465 
 
Material : Nickel-iron 
E = 200 GPa 
ν = 0.27 
ρ = 8000 kg/m3  

(a) 

 
(b) 

Fig. 6 (a) the finite element mesh and material property 
and (b) design dimensions in µm are; x1=x11=25; 
x2=x12= 3000; x3=x13=5; x4=x14=100; x5=x15=50; 
x6=x16=50; x7= x17=100; x8=100; x9=50; x10=100; 
x18=x19=1000; x20=5; x21=100 

 

   
         (a)                    (b) 
Fig. 7 The induced actuating force along the curved 

beams for the initial configuration: (a) vertical 
actuation; (b) horizontal a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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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려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는 ANSYS(23)를 

이용하였고, 제안한 구조체의 사중안정점 유무 확

인과 전자기 구동력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한 비선

형 정적 및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은 구조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모델과 사

용된 재료인 니켈(nickel-iron)의 물성치를 나타낸

다. 구조해석에는 ANSYS의 BEAM44 보요소를 사

용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수평 방향 곡선보의 양쪽 

끝단을 고정하였다. 

Fig. 7에는 2.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중안정성 

마이크로 액추에이터를 평면상의 네 안정점으로 구

조체를 구동할 수 있도록 제안된 전류의 경로(path)

에 구동전류가 인가됨에 따라 각 구동방향으로 발생

하는 로렌츠력을 나타내었다. 유한요소해석에서 이 

구동력은 ANSYS(23)의 SFBEAM을 이용하여 모델링

되므로 그 크기는 단위길이당 하중값으로 입력되고, 

하중의 방향은 곡선보가 변형함에 따라 곡선보에 수

직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구

조체를 구동하기 위하여 각 곡선보에서 50 nN/µm의 

구동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구동시 필요한 구동 

전류로 환산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하부의 상자성체

로 인하여 곡선보 주변에 자속밀도(B)가 0.2 

T(=0.2×10−6 N/Aµm)가 발생한다면 식(1)의 관계에서 

구동전류의 크기 i=0.25 A로 구해진다. 

3.2 비선형 정적 해석 

구조체가 X 및 Y방향으로 쌍안정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적 해석으로 

계산한 변위하중 선도에서 음의 강성(Fig. 8의 S부

분)과 음의 구동력(Fig. 8의 F부분)을 가져야 하는

데, 이 해석 결과로부터 제안한 설계치의 구조체

는 X와 Y방향으로 각각 쌍안정성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로써 사중안정성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실제 계산된 변위-하중 선도는 

복합 스냅스루 및 스냅백 좌굴현상(multiple snap- 

through and snap-back buckling)(19)을 보이지만 본 그

래프에는 이해를 위해 간략화하여 주된 스냅스루 

현상 만을 도시하였다. 

Fig. 8의 변위하중 선도에서 발생하는 첫번째 하

중 피크값으로부터 수직방향의 구동인 Y방향 구

동에는 대략 50 nN/µm의 최대 구동력이 요구되며, 

수평방향의 구동인 X방향 구동에는 대략 90 

nN/µm보다 큰 최대 구동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X방향 구동에 Y방향 구동보다 거의 두 배의 

큰 단위길이당 구동력이 필요한 이유는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X방향 구동시 구동전류가 2개

의 수직 곡선보로 나누어짐으로 각 수직 곡선보에 

수평 곡선보에 비하여 1/2 정도 크기의 로렌츠력

만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Y방향의 구동에

는 2개의 수평 곡선보에 구동전류를 인가해야 하

기 때문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는 동일하다. X방

향 구동의 최대 구동력이 Y방향의 구동에 필요한 

최대 구동력의 정확한 두 배가 아닌 이유는 수평 

곡선보는 양쪽 끝단이 완전 구속되어 있으나, 수

직 곡선보는 단순히 내부 프레임(inner frame)에 의

해 끝단이 지지되어 있어 구동시 그 끝단이 밀려

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직 곡선보를 반대 방향으

로 변형시키는데 Y방향의 구동에 필요한 최대 구

동력의 두 배보다는 다소 작은 구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호 길이법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후좌굴해석

은 본 논문에서는 길이당 작용되는 압력을 고려하

기 때문에 이전의 논문(1)에서 고려한 집중하중의 

경우보다 수렴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3.3 비선형 동적 해석 

과도 동적 응답 관점에서 본 구조체가 사중안정

성을 가지는 구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짧은 시간 동안 구조체에 구동전류 가하여 새로운 

안정점까지 구동시킨 후, 이 하중을 제거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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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placement-load response at the center of the 
inner stage of the structure: (a) Y-directional 
actuation; (b) X-directional a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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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조체가 그 안정점을 유지하는지를 해석하였

다. 동적 해석에서 하중은 Fig. 7에 나타낸 전자기 

로렌츠력의 분포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때, 

시간에 따른 구동력의 크기는 Fig. 9에 도시한 것

처럼 계단함수의 형태로 주어지는 구동전류에 따

라 변경되며 동적 해석 과정에서 곡선보에 작용하

는 구동력의 방향은 곡선보가 변형됨에 따라서 지

속적으로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변경된다. 특히 

구조체가 position C에 도달하는 구동은 우선 X방

향(position B)으로 구동한 후에 Y방향(position C)으

로 구동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각 방향으로 가

해지는 구동력의 크기는 정적 해석에서 계산된 최

대 구동력에 추가적으로 관성효과를 일부 고려하

여,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 구동에 각각 50 및 100 

nN/µm으로 선정하였다. 동적 해석에는 정적 해석

과 마찬가지로 기하 비선형성을 고려하였고, 해석

에 필요한 감쇠로는 간단히 α=1/10 s−1와 β=10−5 s

인 비례감쇠를 사용하였다. 

Y방향(position A)으로의 구동 결과는 Fig. 9(a)에 

나타내었다. 하중이 가해지는 순간과 제거되는 순

간, 다소 큰 진동(oscillation)이 발생한다. Y방향 하

중을 5 ms 동안 가한 후에 그 하중을 제거하여도 

내부 스테이지의 중앙점은 약 50 µm 변위 지점을 

유지한다. 따라서, 동역학 관점에서 이 액추에이터

는 Y방향으로 쌍안정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X방향으로는 하중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변

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X방향(position B)으로

의 구동 결과는 구동 방향만 다를 뿐 Y방향 결과

와 거의 유사하지만 X방향 구동 시 내부 프레임

은 구동되지 않고, 내부 스테이지만 구동되므로 Y

방향 구동의 경우보다 구동되는 부분의 질량이 작

게 된다. 따라서, 더 짧은 반응 시간 내에 최대 변

위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구조체가 음의 X

방향으로 구동될 때에는 구조상 구동전류가 위쪽 

및 아래쪽의 수평 곡선보의 왼쪽 부분에도 흐르게 

된다. 이 부분의 구동전류는 위쪽 및 아래쪽 수평 

곡선보에서 각각 아래 방향과 위 방향으로 불필요

한 구동력을 발생시킨다. 다행히 이 불필요한 두 

구동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

쇄되지만 과도 응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Y방

향으로 불필요한 낮은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9(b) 참고)  

끝으로 position C로의 구동 해석 결과는 Fig. 9(c)

에 도시하였는데, 먼저 X방향으로 구동력을 5 ms 

동안 가한 후, 이것을 제거하면서 Y방향으로 구동

력을 5 ms 동안 가한다. 10 ms이후에 모든 구동력

을 제거하여도 내부 스테이지의 중앙점은 position 

C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지점

의 좌표는 (x, y) ≅ (46.04, 48.47) µm이다. 이렇듯 동

적 해석을 통한 과도 응답으로 이 액추에이터는 

사중안정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동적 해석에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 구동력을 각

각 50 및 100 nN/µm으로 하였는데 이를 실제 구

동시 필요한 구동 전류로 환산해 보았다. 구조체 

주변의 자속밀도(B)를 0.2 T로 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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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ansient dynamic responses under the electro-
magnetic actuation: (a) actuation to position A; 
(b) actuation to position B; (c) actuation to 
posi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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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직방향 및 수평방

향으로 인가되어야 하는 구동전류는 각각 0.25 및 

0.5 A이다. 그리고, Fig. 9에서 Y방향 구동으로 필요

한 구동전류를 0.5 A로 표시한 것은 상하 두 개의 

수평 곡선보에 동시에 구동전류가 인가됨으로 총 

0.5 A의 구동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4 전기-열 해석 

전자기 로렌츠력을 이용한 구동시 사중안정점 

액추에이터에 발생하는 주울열(Joule heating)에 의

하여 구조체에 발생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전기

-열 해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앞 장과 같이 비선

형 구조해석을 통하여 필요한 구동력을 계산하고 

이를 구동전류 값으로 환산하여 액추에이터의 구

동에 필요한 전류의 크기 및 구동시간을 결정한 

후, ANSYS로 구조체에 발생하는 저항열을 계산하

여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주울열을 고려한 열해석을 하기 위하여 전기-열

(electrical-thermal)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는 

연성해석(coupled-field analysis)를 이용하였다.(23) 이

때, 사용되는 요소는 3차원 전기-열 연성 고체요

소(SOLID226)이다. Fig. 10(a)는 해석에 사용된 유

한요소모델을 나타낸다. 사용된 총 절점은 57,245

개이며, 총 요소는 8,864개이다. 각 절점이 가지는 

자유도는 온도(TEMP) 및 전압(VOLT)이다.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에 전자기 구동의 경우를 

고려하여 각각에 대하여 전기-열 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방향으로 5 ms동

안 구동력을 인가하면 충분히 액추에이터의 구동

이 가능하므로 이 시간동안 구동전류의 인가와 제

거  작동을  3회  반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그리고, 중요 측정지점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온도의 분포를 계산하였다.(Fig. 10(b) 참조) 이때, 

재질의 비열은 Cp=460 J/kgC, 열전도율은 k=60.7 

W/mC, 비전기저항은 ρ=64×10−9 Ωm, 그리고 대류

열전달계수는 h=10 W/m2로 가정하였다. 

단위부피당 발생되는 주울열(q)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이때, j(A/m2)는 전류밀도벡터, ρ(Ωm)는 

비전기저항(specific electric resistivity)을 의미한다. 

 ρ= 2jq   (2) 
 

전기-열 해석 결과를 분석하면 Fig. 11과 같이 수

직방향(position A) 및 수평방향(position B)의 구동

시, 5 ms 시점에 각각 대략 43 및 115 °C의 최대온

도가 T1 지점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Fig. 11(b)의 수평방향 구동은 위쪽 수평보에 0.5 A

의 구동전류가 인가되어 수직방향 구동보다 더 높

은 온도가 발생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질의 녹는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짧은 시간동안 

발생하는 이 정도의 고온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발

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                     (b) 
Fig. 10 (a) the finite element mesh for the electro-ther-

mal analysis and (b) the definition of output 
measur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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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ransient thermal responses under the electro-
magnetic actuation: (a) actuation to position A; 
(b) actuation to posi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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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기존 논문에서 제안되었던 쌍안정성을 평면의 

X 및 Y 양방향으로 확장한 사중안정성 일체형 메

커니즘에 대하여 전자기 로렌츠력을 이용한 구동

방법과 이 구동방법에 대한 구동력과 정적 및 동

적 응답을 예측하기 위한 비선형 구조해석 그리고 

저항열의 영향 파악을 위한 전기-열해석을 수행하

여 전자기 사중안정성 마이크로 액추에이터의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0.5 A의 구동전류를 

5 ms 동안 인가함으로써 한 평면 상에서 50 µm의 

구동범위로 사중안정점을 가지는 전자기력 사중안

정성 액추에이터의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정적 및 동적응답과 전기-열 

해석을 통한 검토를 통하여 본 사중안정성 액추에

이터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사중안정성 액추에이터는 향후에 구체적

인 제작방법 등에 대한 추가고려 및 미소 거울, 

광소자 등을 장착하여 다중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광스위치나 네트워크 장치 등의 마이크로 시스템

에 응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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