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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과는 달리 전자 빔(Electron beam)을 

시료에 투사하여, 시료의 형상 및 결정구조 등을 관찰하는 것으로, 
크게 주사형 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1,2]

과 투과형 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2,3]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현미경에서는 코일을 감아 만든 

전자 렌즈를 이용하여 전자 빔을 굴절시켜 시료의 상의 확대시

킨다. 따라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상의 확대율을 

결정한다.

주사형 전자현미경에서 집속렌즈(Condense lens)와 대물렌즈

(Object lens)를 통과한 전자빔은 편향코일(Deflection coil)에 의

해 시료 상에 좌우로 주사되어 상을 확대시킨다. 투과형 전자현미

경에서 집속 렌즈를 거친 전자빔은 시료에 통과되어 대물렌즈, 투
사 렌즈 등을 거쳐 상을 확대시킨다.

전자현미경에서 시료의 위치와 자세를 조작하기 위한 시료 구

동 스테이지는 전자현미경 경통의 외통에 설치된다. 시료는 외기 

상태에서 시료 구동 스테이지를 거쳐 경통의 진공 챔버 안으로 

전송된 후, 스테이지의 구동에 의해 위치 및 자세가 제어된다. 
여기서 외기와 진공 챔버 사이의 기밀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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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료의 전송과 위치 및 자세가 제어되어야 

한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의 시료 구동 스테이지는 시료의 위치 및 자

세의 제어를 위해 모터 구동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료 

구동 스테이지는 3자유도의 선형운동과 1자유도이상의 회전운동

을 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1개의 선형운동 축에는 홀더가 

장착된다. 홀더 팁에는 전자빔이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존재

한다. 홀더는 시료 구동 스테이지 본체에서 분리되며, 본체에서 분

리된 홀더 팁의 구멍 위에 시료를 탑재한 후, 홀더를 진공 챔버에 

밀어 장착하게 된다. 홀더를 안내하는 가이드 외통에는 진공 챔버

의 기밀유지를 위한 장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투과형 전자현미경의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4,5]의 메커니즘이 설계된다. 비록 기존 투과형 전자현미

경의 시료 구동 스테이지는 존재하지만, 시료 구동 스테이지의 

구조, 설계 및 해석 등에 관한 연구는 발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시료 구동 스테이지는 전자현

미경 ZIESS EF912 모델에 부착되어 있는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를 기반으로 한 수정된 모델이다. 현재 위 TEM의 

ZIESS EF912 모델은 단종된 모델로서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없

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모델은 1개의 회전 구동 메커니즘 상에 

2축의 고니오미터형 구동용 메커니즘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과 1축의 선형 운동용 메커니즘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다. 즉, 
진공 챔버용 외통에는 측정기기 장착용 창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중 하나의 창에는 시료 구동 스테이지가 장착되고, 반대 측의 

창에는 1축 선형 구동기 메커니즘이 장착된다. 따라서 2개의 창

이 소요되어 장착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개수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장착 창 

만을 사용하기 위한 구조를 제안한다. 즉, 1 축 선형 구동기가 

고니오미터형 시료 스테이지에 부착된 일체형 구조의 시료 구동 

스테이지를 개발한다.
개발을 위해, 먼저 시료 구동 스테이지의 구조를 결정하고, 구동 

영역을 만족하기 위한 스테이지의 각 축 구동 변위를 결정한 후 

분해능을 만족하기 위한 각 축의 감속비를 결정한다. 설계된 고니

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는 제작 후 경통 내부를 진공으로 유

지하여 스텝 응답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2.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의 구조 및 설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는 Fig. 

1과 같이 4자유도의 운동이 가능하다. 1 자유도의 회전운동(A 축)
을 하는 회전 스테이지 위에 2 자유도 틸트 운동(Y, Z 축)과 1 
자유도의 선형 운동(X 축)을 하는 병렬 메커니즘이 탑재되어 있다. 

그림 상에서 Y 축 구동기는 생략되어 있다.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는 시료를 TEM의 외부에서 

내부로 전송하는 홀더(Holder) [6,7]와 홀더의 위치를 구동하는 구

동부로 이루어져 있다. 홀더는 홀더 헤드(Holder head), 몸체 및 

팁(Tip)으로 구성되어 있다. ZIESS EF912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홀더 헤드를 X 축 구동기로 밀어 구동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또한, Y 및 Z 축은 홀더 헤드의 옆면을 밀어 

구동한다. 이 때 X 축은 홀더를 직접 구동하지만, Y 및 Z 축의 

구동은 TEM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장착된 구면 조인트를 통해 

지렛대 운동에 의해 축소된다. 여기서 Y, Z 축 구동에 의해 홀더 

팁의 변위는 선형 운동이라기 보다는 틸트 운동이기 때문에 고니

오미터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틸트 운동은 작은 변위

로 인하여 선형운동으로 근사화시킬 수 있다.
X, Y, Z 축의 구동은 홀더 헤드와 볼 접촉에 의해 운동이 전달된

다. TEM의 진공 챔버 내부는 진공이기 때문에 외기와의 압력차에 

의해 홀더는 항상 진공 챔버 쪽으로 힘이 발생된다. 따라서 X 구동

기에서 전진방향의 운동은 X 축 구동기에서 발생되는 힘에 의해 

수행되나, 후진방향은 압력차에 의해 수행된다. Y, Z 방향의 구동

기에는 고정부와 홀더 헤드 사이에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

서 전진 방향은 구동기의 힘에 의해 수행되며, 후진 방향은 스프링

의 복원력에 의해 구동된다.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는 요구되는 구동 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구동시키기 위한 분해능이 매우 중요하다. 최종단인 홀

더 팁에서 요구되는 구동범위와 분해능을 기존 ZIESS EF912 모
델에 부착되어 있는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의 사양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Fig. 1 The structure of a Goniometer-type specimen stage for 
TEM

Table 1 Required design specification

Axis Range Resolution
X -1.5~1.5 mm 5 nm
Y -1.5~1.5 mm 5 nm
Z -0.5~0.5 mm 10 nm
A -60~6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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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운동축은 모터의 회전력을 감속기에 의해 증폭시켜 리드 스

크류를 통해 홀더의 헤드면에 힘을 인가하여 구동시킨다. 홀더 팁

의 X 방향 구동범위는 X 축 구동기의 구동범위가 그대로 적용되

나, Y, Z 방향의 구동범위는 Y, Z 축 구동기의 구동범위가 레버 

메커니즘의 레버비(Lever ratio)에 의해 축소된다. 구면 조인트의 

위치는 진공챔버의 크기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레버 메커니즘의 

레버비는 진공 챔버의 반경과 홀더의 길이에 의해 정해진다. 홀더

의 X 방향 분해능은 감속기, 리드 스크류 및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

에 의해 정해진다. Y, Z 방향 분해능은 여기에 레버 비가 더 첨가

된다. 선형 운동축의 구동기의 형태는 Fig. 2와 같으며, 설계 사양

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제시된 설계 사양을 근거로 계산된 Y, Z 축의 구동 

변위는 근사적으로 약 4.7 mm이다. 따라서 이 값은 Table 1에서 

요구된 구동 범위를 만족한다.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는 3D 모델링 툴인 Solidworks

를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모델링을 한 후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재질을 모델에 부여하였다. 그 후 스테이지의 회전 축을 

고정할 때 X, Y, Z 축의 구동 변위에 따른 홀더 팁의 위치는 구하

기 위해 X 축 구동기의 변위를 -3 mm, 0mm, 3 mm로 각각 고정

한 후, Y, Z 축 구동기의 변위를 -6.5 mm에서 6.5 mm까지 스캔

하며 홀더 팁의 위치를 구하고, 이 값들을 Matlab의 3D plot 기능

을 이용하여 Fig. 3과 같이 3개의 구동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에서 (a)는 구동영역을 3차원으로 본 것이며, (b)는 XY 평면에서 

본 것이다. 
X 축의 변위가 일정할 때 구동면은 XY 평면 상에서 기울어져 

있으며, 미세하게 비선형적임을 알 수 있다. 구동면이 비선형적

인 이유는 Y, Z 축의 변위에 따라 구면 베어링을 통해 홀더가 

회전하기 때문이며, 구동면이 기울어진 이유는 Y, Z 축이 구동

할 때 X 축 구동기의 접촉 볼(Contact ball)이 홀더 헤드의 상부

의 위치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홀더의 운동은 X 축 구동

기의 볼 팁 및 구면베어링에 의한 2 점에서 미끄러짐과 회전이 

이루어진다.
X 축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구동면도 X 축으로 증가함과 동시

에 구동면의 면적은 미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X 축 구동기 

변위에 따른 구동면의 면적 감소는 X 축 구동기의 변위가 증가함

에 따라 구면베어링과 홀더 팁 사이의 거리가 지렛대 원리에 의해 

작아지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설계된 구조는 요구된 

작업 영역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Table 2의 설계 사양으로부터 홀더 팁의 설계 분해능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 가능하다.

   (1)

   (2)

여기서, rX, rY, rZ는 X, Y, Z 방향의 설계 분해능이다. 윗 식 (1)과 

Fig. 2 Designed motor-driven linear mechanism

Table 2 Design specification of motor-driven linear mechanism

Item Symbol X-axis Y and Z-axis
Reducer reduction ratio RR 1/326 1/150

Encoder resolution 
(pulse/rev) NE 1/1024 1/1024

Lead screw pitch (mm) PS 1 mm 1 mm
Stroke (mm) - 6 mm 13 mm
Lever ratio RL - 1/2.75

(a) 3D view

(b) XY view

Fig. 3 Work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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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부터 계산된 설계 분해능은 각각 X 축에서는 0.3 nm, Y, Z 
축에서는 0.24 nm이다. 

회전 운동축은 Fig. 4와 같이 평기어에 의해 모터의 운동을 전달

한다. 여기에 사용된 설계 사양은 Table 3과 같다.
회전축의 설계 분해능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 가능하다.

   (3)

여기서, rA는 회전축의 분해능이며, 식 (3)으로부터 계산된 회전 

설계 분해능은 0.002 6°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Y, Z 축의 구동은 구면 조인트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홀더 팁을 이동시킨다. 여기서 구면 조인트는 회전용 

볼(Ball)과 볼을 감싸는 볼 하우징(Ball Housing)으로 이루어진

다. 또한 진공 챔버와 외기 사이에는 공기 누설을 막기 위한 오링

(O-ring)이 설치된다.
홀더가 구면 조인트에 장착되면 최종적으로 Fig. 5와 같은 형상

이 된다. 홀더는 홀더의 선형 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 컬럼(Guide 
column)을 통과하여 진공을 유지하기 위한 홀더기밀장치를 지나 

구면 조인트를 거쳐 진공 챔버에 진입하게 된다.
가이드 컬럼은 내부 컬럼(Inner column)과 외부 컬럼(Outer 

column)으로 구성되어 있다. 홀더에는 정지용 핀(Stopper pin)이 

있으며, 이 핀은 외부 컬럼의 홈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다. 초기

에 홀더가 삽입이 되면 정지용 핀은 외부 컬럼의 홈을 따라 이동하

기 때문에 90도 회전한다. 이때 내부 컬럼도 홀더와 함께 회전을 

하게 된다. Fig. 6은 홀더의 기밀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조를 보여

준다. 기밀 메커니즘 내에는 기밀용 볼(Air-lock ball)이 있으며 

볼은 홀더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가공되어 있다. 이 구멍은 

홀더가 삽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밀을 위해 홀더 통로를 막고 있

어 외기가 내부 진공챔버에 흡입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홀더가 삽입되며 외부 컬럼의 홈을 따라 90도 회전을 하면 내부 

컬럼도 함께 회전을 하며 기밀용 볼을 90도 회전시켜 볼의 구멍이 

홀더 통로와 일치하게 되며 홀더가 진공 챔버를 향해 전진이 가능

하게 된다.
시료 구동 스테이지는 Fig. 7과 같이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

림에서 (a)는 설계된 시료 구동 스테이지이며, (b)는 (a)를 기반

으로 제작된 스테이지이다. 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을 전자석 렌

즈를 이용하여 구동하기 때문에 비록 스테이지가 진공챔버의 

외부에 설치되기는 하지만 전자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된 스테이지의 재질은 전자빔에 영

Fig. 4 Designed motor-driven rotation mechanism

Table 3 Design specification of motor-driven rotation mechanism

Item Symbol Rotation axis

Reducer reduction ratio RR 1/16

Encoder resolution (pulse/rev) NE 1/1024

Gear ratio RG 17/144

Fig. 5 Holder mounting structure

(a) Before holder insertion

(b) After holder insertion

Fig. 6 Air-lock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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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지 않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용하여 개발

하였다.

3. 실 험
제작된 시료스테이지의 진공챔버에 진공펌프를 연결한후 Fig. 

8과 같이 진공을 유지한 후 개발된 고니오미터형 시료 스테이지의 

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터 구동계을 위한 제어 시스템은 다음 Fig. 9와 같이 블록선

도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제어기는 Power PMAC을 이용하

였다. 구동 명령치와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 값의 오차를 PID 제
어기에 의해 계산한 후, 이 값을 전압값으로 변환하여 모터 드라

이버에 입력하여 모터를 구동시킨다. 모터의 회전은 엔코더를 회

전시키며, 또한 감속기와 볼 스크류를 통해 선형변위를 발생시킨

다. Power PMAC에서 PID 제어기의 게인은 Table 4와 같이 

조절하였다.
Fig. 9에 의해 각 축에 피드백제어를 수행하였고, 스텝입력을 인

가하여 Fig. 10과 같은 응답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세로축의 단위

는 mu[8]로서 Power PMAC 제어기에서 정의한 단위이다. 이것은 

엔코더 신호의 1/4 펄스에 상당하며, X 축 모터 구동계에서 1 mu
는 0.75 nm, Y, Z 축에서는 1.63 nm, A 축에서는 0.000 6°로 

환산 가능하다.
실험결과로부터 각 축은 스텝입력에 의해 오버슈트가 발생한 후 

응답이 정착되었다. A 축에서는 타 축에 비해 응답이 정착하기 전

에 약간의 감쇄진동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A 축이 타축에 비해 감

속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X, Y, Z, A 축
에서 각각 13 ms, 22 ms, 30 ms, 30 ms의 정착시간이 발생했다. 
따라서 개발된 스테이지의 제어계는 30 ms 이하의 정착시간을 갖

는다.
분해능을 측정하기 위해 다단계단입력에 의한 응답을 Fig. 11

(a) Designed stage

(b) Developed stage

Fig. 7 Goniometer-type specimen stage for TEM

Fig. 8 Goniometer-type specimen stage for TEM

Fig. 9 Motor control system for specimen stage

Table 4 Controller gains of driving motors

Axis KP (V/rad) KD (V×s /rad) KI (V /rad×s)
X 40 400 0.001
Y 30 200 0.001
Z 30 350 0.001
A 150 10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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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측정하였다. 실재의 분해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홀더 

팁의 위치를 측정해야 하나 이것은 진공 챔버 안에 놓여있기 때문

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모터 구동계의 엔코더 신호를 이용하여 분해능 실험을 대신

한다. 
Fig. 11에서 X, Y, Z 축의 각 계단의 크기는 6 mu이고, A 축의 

(a) X-axis

(b) Y-axis

(c) Z-axis

(d) A-axis

Fig. 10 Step response

(a) X-axis

(b) Y-axis

(c) Z-axis

(d) A-axis

Fig. 11 Stepwi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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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단의 크기는 10 mu이다. Y, Z 축의 분해능은 모터 구동계 

분해능에 레버비를 곱한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 mu는 0.59 nm
이다. 따라서 측정된 엔코더의 데이터에 의해 X 축은 4.5 nm, Y 
및 Z 축은 3.5 nm, A 축은 0.006°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투과형 전자현미경용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

테이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설계를 수행했다. 시료 구동 스테

이지는 1개의 회전축 위에 3개의 병렬형 선형운동 메커니즘을 갖

는다. 3개의 선형운동 중 2개는 틸트 운동의 일부분인 근사화된 

선형운동을 한다.
작업 영역과 분해능을 고려하여 구동계가 선정되었고, 외기와 

내부 진공 챔버의 분리를 위해 기밀 장치가 설계되었다. 이를 이용

하여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의 전 구성품 설계를 수행

하고 제작하였다. 스테이지의 각 구성품의 재질은 자기력의 영향

을 제거하기 위해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였다. 
설계된 시료 구동 스테이지의 구동영역은 XYZ 축에 대해 시뮬

레이션하여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구동 영역은 XY 평면상

에서 기울어진 형태로 존재하며, X, Y 축에서는 -1.5~1.5 mm, 
Z 축에서는 -0.5~0.5 mm 이상의 구동영역으로 요구 사양을 만족

함을 보였다.
계단응답 실험으로부터 제어계는 30 ms 이하의 정착 시간을 가

지며, 이 제어계를 이용하여 다단 계단응답으로부터 X 축은 4.5 
nm, Y, Z 축은 3.5 nm, A 축은 0.006°의 분해능이 측정되어 요구 

사양을 만족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개발된 고니오미터형 시료 

구동 스테이지의 제시된 성능은 투과형 전자현미경에 사용 가능하

기에 충분한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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