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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ork proposes a two-dimensional (2-D) laser scanning mirror actuator with a simple 

structure composed of one magnet and four coils. The mirror-actuating device generates 2-D 

scanning motions about two orthogonal axes by combining electromagnetic actuators of the 

conventional moving-magnet types. The magnet is attached to back side of the mirror placed inside 

of the moving frame. The four coils is placed on the base frame in a cross shape. We implement a 

finite element analysis to calculate magnetic flux in the electromagnetic system with the overall size 

of 20 mm (W) x 20 mm (D) x 13 mm (H) for the mirror size of 8 mm x 8 mm. The each moving-

magnet type electromagnetic actuator has the motor constant 3.41 mNm/A and the restoring constant 

1.75 mNm/rad and the resonance frequency of 58 Hz and the bandwidth of 80 Hz. The proposed 

compact and simple 2-D scanning mirror predicted advantages of large 2-D angular deflections, 

wide frequency bandwidth and low manufacturing cost. 

 

1. 서 론 

2자유도 레이저 빔 스캐너는 상업적으로 널리 사

용된다. 몇 개의 전자기 구동기를 이용한 2자유도 

스캐닝 미러 시스템이 개발되었다[1][2][3]. 넓은 

반사 각도를 갖고 높은 동적인 성능을 갖는다.  

현재 2자유도 스캐닝 미러 구조의 제작은 일반적

으로 MEMS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한다[1][2]. 이

러한 MEMS 공정은 매우 높은 정밀도를 갖고 수십

nm 크기에서 수십 mm의 크기까지 제작이 가능하

다. 그러나 MEMS 공정은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고가의 외부 장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소형의 2자유도 

스캐닝 미러 시스템을 소개한다. 새로운 소형의 2자

유도 스캐닝 미러 시스템은 코일과 자석으로 단순

한 구조를 가지며 큰 각도 변위와 적절한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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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을 갖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하였다.   

2. 2자유도 스캐닝 미러 설계 

제안된 2자유도 스캐닝 미러는 단순한 구조로 그

림 1(a) 와 같이 미러는 회전 프레임에 축이 연결되

어 회전하고 미러와 회전 프레임은 고정 프레임에 

대해 회전하여 2자유도 회전을 구성한다. 미러 뒤에

는 자석이 부착되어 있고 자석 아래에는 4개의 코

일이 대칭으로 십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그림 1

의 (b)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마주보는 2개의 코일

은 한쌍으로 같은 방향으로 감겨있어서 전자기력을 

발생시켜 2자유도 회전력을 발생시킨다. 무빙 마그

넷 타입의 구동기가 겹쳐져 있는 구조로 매우 단순

한 구조이다. 

미러의 크기는 8 mm × 8 mm 이고 전체적인 크

기는 20 mm(Width) × 20 mm(Depth) × 13 

mm(Height)이다. 자석의 크기는 5mm × 5 mm × 

5mm의 정육면체이고 강한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네

오듐 자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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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totype of the 2-D scanning mirror 

 

3. 유한 요소 해석 

전자기력을 해석하기 위하여 상용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DC 모터로 단순

화하여 동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3]. 시작시작품부

터 물성치를 입력하였고 모터 상수와 복원 상수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하였다. 모터 상수는 3.41 

mNm/A 이고 복원 상수는 1.75 mNm/rad 이다. 이

때 동적 모델링 결과로 공진 주파수는 58 Hz이고 

주파수 대역폭은 80 Hz이다.  

 
Figure 2 FFT of the 2-D scanning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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