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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직 리프트는 사람이나 물체를 상하로 올리고 

내리는 장치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시저

(Scissor) 형상의 리프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저 형상의 리프트는 유압 액츄에이터의 선형 

운동에 의해서 큰 변위의 수직 운동을 얻는 방식이

다. 이것은 구조가 단순하여 제작이 용이한 장점을 

있지만, 액츄에이터의 부착 위치에 따라 힘과 승강 

속도가 선형적이지 않으며 변위 대비 몸체의 최저 

높이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1,2,3]. 문화 공연장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높은 변위를 요구할 때 시저 

형상의 리프트를 활용하기는 부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 리프트에 사용되는 대변위 

선형 액츄에이터의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대변위 

선형 액츄에이터는 톱니 스프링(Tooth spring) 과 

태엽 스프링(Windup spring)이 나선형으로 맞물리

는 회전 운동에 의해서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드

는 선형 운동을 만든다. 이것은 낮은 몸체 높이를 

가지면서 큰 변위와 높은 힘을 전달한다. 본 논문에

서는 실험을 통해서 선형 액츄에이터의 설계 및 

기구학적인 성능을 검증한다.

2. 맞물림 구조의 선형 엑츄에이터 

대변위 선형 액츄에이터는 나사의 원리에 근거

해서 두 개의 스프링이 결합과 분리가 되도록 만들

어진다. 먼저 일반적인 나사의 원리는 그림 1에서 

보이듯이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다. 직접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빗면을 따라서 물체를 

밀어서 올리게 되면 작은 힘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움직이는 거리 길어지지만, 빗면

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힘의 

Fig. 1 The principle of the screw

크기를 조절하면서 무거운 물체를 작은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볼 나사(ball 

screw)의 경우 작은 힘으로 큰 구동력을 낼 수 있다.  
이때 나사의 변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 변위

와 동일한 길이의 동력전달기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형 액츄에이터의 사용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력 전달 기둥 없이 나사처

럼 회전하면서 동력전달기둥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자체가 분리되는 구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

를 구현하기 위해서  맞물림 구조의 리프트를 제시

한다. 맞물림 타입의 선형 구동기는 그림2와 같이 

두 가지 타입의 스프링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Fig. 2 The principle of the long-stroke linear actua-
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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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급한 두 가지 타입의 스프링은 일반적

인 평판 스프링 둘레에 적당한 형상의 이빨을 동일

간격으로 마련하고, 수평 홈 스프링에 이빨이 순차

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홈을 제작한 형태를 의미한

다. 이렇게 제작된 수평/수직 스프링의 이빨과 홈은 

순차적으로 맞물려 들어감으로써, 각각의 치면을 

밀게 되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스틸 기둥이 

되는 원리이다. 이러한 선형 엑츄에이터에 적용되

는 힘과 자립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식은 볼 

나사 계산식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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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P' 는 나사를 조이고 풀 때 필요한 

힘이고,   는 리드각,  는 마찰계수,   는 마찰각도

이다. 이 식으로부터 두 스프링의 자립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한 나사 효율식은 다음과 같다. 

2tan 1 1 tan 0.5
tan(2 ) 2 2

rh r
r

= = - <
(2)

여기서 P=Q tan (ρ-α) 에서  ρ < λ 이면, 
P<0 되어 자연히 풀리게 되며, 반대로  ρ> λ 

이면, P>0 힘을 가해야 풀리는 자립조건이 된다. 
따라서 자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ρ> 
λ 이면서, 나사의 효율은 50% 이하여야 한다.

두 개의 맞물림 스프링의 회전 토크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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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마찰계수, L은 리드값, 그리고 Dp는 

피치 지름을 말한다. 동력전달기둥을 형성하는  

톱니 스프링과 태엽스프링을 제작할 때 상기 조건

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대변위 선형 액츄에이터 실험

대변위 선형 액츄에이터가 견딜 수 있는 부하는 

톱니 스프링과 태엽 스프링의 강성에 따라서 좌우

된다. 더불어 직경, 리드각, 피치, 그리고 스프링의 

두께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 사양의 도출할 수 있다. 
스틸 기둥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은 500kg 

이상 까지 가능하나 실험에서는 100kg 하중에 대하

Fig. 4 Working scenes of a long-stroke linear actua-
tor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에 보이듯이 조이스

틱 기반의 상하 움직임을 실험을 통해서 두 스프링

에 의해 변위가 변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직 리프트에 사용되는 대변위 

선형 액츄에이터의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것

은 톱니 스프링과 태엽 스프링이 나선형으로 맞물

리는 회전 운동에 의해서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

드는 선형 운동을 만든다. 가장 큰 장점은 높은 

하중을 작은 크기로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함과 기존

의 시저 형상의 리프트에서 가지고 있던 높이의 

한계와 협소한 공간에서 적용 가능한 컴팩트한 

구조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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