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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응력을 가진 기저구조물을 이용한 곡면형 압전 유니모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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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ovel curved shape piezoelectric unimorph using a new fabrication method. 
Instead of using thermal coefficient mismatch, which has been used for conventional processes for 
curved shape unimorphs, we used pre-stressed substrates and the room temperature adhesion process. 
A difference of the mechanical strains between the substrate and the piezoelectric layer makes the 
final manufactured unimorph get curved. Several performance tests of the proposed unimorph actuators 
were accomplished and the test results showed the proposed unimorph actuator got comparable 
actuation capability compared with conventional curved shape actuators. 

1) 
기 호 설 명

δ : 작동변위

31d : 압전재료의 압전 상수

E : 전계(electric field)

subE : 기저구조물의 탄성계수

pE : 압전재료의 탄성계수

/sub pE Eη = : 탄성계수비

F : 작동력

L : 작동기의 길이

tott : 작동기의 전체 두께

subt : 기저구조물의 두께

pt : 압전층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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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작동기의 너비

/sub pt tξ = : 두께비

1. 서  론

압전 작동기는 전기적 신호(전압)에 따라 기계적 

변형 및 힘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기존의 기계적 

메커니즘을 이용한 작동기에 비해 단위 부피당 낼 

수 있는 일률이 100~1,000배, 단위 질량당 낼 수 

있는 일률이 10배 정도에 이른다(1). 또한, 고체 상태 

작동으로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며, 에너지 전달 경

로가 짧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압전 작동기를 이용하여 기

존에 기계, 항공 우주 구조물 등에 적용되어 온 유

공압 작동기 또는 전기 모터 등의 작동기를 대체하

려는 시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2).
하지만, 통상 단일(monolithic) 압전 작동기는, 압

전 작동에 따라 유발되는 길이 방향 변형률이 

0.1~0.2 % 정도로 매우 작고(3) 재료 자체가 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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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여 피로 특성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증폭 메커니즘을 이

용한 다양한 형태의 압전 작동기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증폭형 작동기 중에서 외부의 부가적인 

장치 없이 재료의 굽힘(bending)이나 압전 재료의 

길이 방향으로의 팽창을 이용하여 변위를 증폭한 

작동기를 내부 증폭형(internally leveraged) 작동기 

또는 벤더형(bender) 작동기라고 하며(4), 유니모프 
(unimorph), 바이모프(bimorph), RAINBOW(5)(reduced 
and internally biased oxide wafer), THUNDER(6)

(thin-layer composite unimorph ferroelectric driver 
and sensor), LIPCA(7)(lightweight piezo-composite 
curved actuator) 등의 작동기가 이에 속한다. 
MFC(8)(macro fiber composite)와 같이 압전 파이버

를 이용한 유연한 작동기도 있지만, 그 자체를 유니

모프로 보기 보다는 구조물에 부착되어야 유니모프 

형태로 사용 가능하므로 이 연구의 비교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벤더형 작동기 중에서 곡면형 유

니모프 작동기인 RAINBOW, THUNDER, LIPCA
의 성능이 다른 유니모프 작동기에 비해 우수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곡면형 작동기는 제작 과

정에서 열팽창계수의 차이가 나는 재료들을 고온에

서 접합시켜 상온으로 냉각시키면서 곡면을 형성시

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 고온 설

비 및 특수 접착제가 필요하기도 하며, RAINBOW
와 THUNDER 작동기의 경우에는 고온 접합 과정

으로 인해 압전층의 압전 성능이 떨어져 재분극과정

을 거쳐야 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열팽창계수 차이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재분극 과정도 필요 없는 곡

면형 작동기를 제작하는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이렇

게 제작된 작동기를 PUMPS(piezoelectric unimorph 
with mechanically pre-stressed substrate)라 명명하

였다. 기존의 곡면형 유니모프 작동기와의 성능 비

교를 위해 PUMPS의 작동변위 및 작동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2. PUMPS 작동기 설계

2.1 평판형 압전 유니모프의 최적화
압전 유니모프 작동기는 Fig. 1과 같이 비압전층

인 기저층(substrate)에 전기 신호를 기계적인 동작

으로 변환하는 압전층을 부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따라서, 압전 유니모프 작동기 설계 시 비압전

층과 압전층 사이의 두께비와 강성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압전 유니모프 작동기의 압전층과 기저층의 길이

와 너비는 같다고 가정하고, 단순 지지 경계조건에

서 작동기의 변위 및 작동력의 이론식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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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식 (1)과 (2)를 최적화시키는 조건은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1
ξ

η
= (3)

식 (3)에서 알 수 있듯이 비압전층과 압전층의 재

료가 결정되면 두 층간의 두께비를 최적화시켜 작동

변위와 작동력 모두 큰 압전 유니모프 작동기를 설

Fig. 1 Configuration of a piezoelectric unimorph

Table 1 Properties of the substrate materials

Substrate Elastic 
modulus(GPa)

Thickness
(mm) No. ξ

Stainless 
steel

(SUS304)
200

0.15 S1(Opt.) 0.625

0.3 S2 1.250

0.5 S3 2.083

Copper 110
0.1 C1 0.417
0.2 C2(Opt.) 0.833
0.5 C3 2.083

Aluminum 68
0.2 Al(Opt.) 0.833

0.5 A2 2.083

* Elastic modulus of PZT 5A3 : 61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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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actuation displacements

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구

리, 알루미늄을 기저층으로 사용하였으며 압전재료

는 Morgan Electro Ceramics사의 PZT 5A3을 사용

하였다. 기저층은 길이가 63.5 mm, 너비가 13.7 mm
이며 두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압전재료의 치

수는 38.1×12.7×0.254 mm3이다. Table 1에서 최적

(Opt.)이라고 표시한 시편이 식 (3)을 만족하는 경우

이다.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저층으로 

각각 사용하여 압전 유니모프 작동기를 제작하였으

며, 두께비에 따라 작동 변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측정해 보았다. 실험 시 압전층이 끝나는 부분에 

단순 지지 경계조건을 잡고, 0.1 Hz의 가진 주파수

로 0 Vpp에서 500 Vpp까지 인가전압을 가하여 변위

를 측정하였다. Fig. 2에 500 Vpp를 가한 경우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변위 실

험을 수행한 시편들의 전체두께가 동일하지 않기 때

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측정된 변위에 각 시편

의 전체두께를 곱하여 무차원화 하였다. Fig. 2에서 

보듯 최적화된 시편이 그렇지 않은 시편보다 더 큰 

변위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면

형 작동기에서 최적화된 두께비를 곡면형 작동기 제

작에도 고려하였다.

2.2 곡면형 압전 유니모프 설계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곡면형 작동기 중 THUNDER 

작동기 TH-8R 모델(6)과 비교를 위하여 TH-8R의 

치수와 재질을 바탕으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H-8R의 경우 SUS304를 기저층으로 사용하였기에 

이 연구에서도 기저층을 SUS304로 선정하여 해석 

Deformed shape

Undeformed shape

A

A’

Fig. 3 Deformed shape of PUMPS due to the 
mechanical pre-strain of the substrate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

1

2

3

4

5

6

V
er

tic
al

 d
is

pl
ac

em
en

t (
m

m
)

Horizontal position (mm)

 Analysis (1,000µε)
 Analysis (2,000µε)
 Analysis (3,000µε)
 Experiement (1,000µε)
 Experiement (2,000µε)
 Experiement (3,000µ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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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tuation displacements of the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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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험을 수행하였다. 
곡면형 유니모프 작동기의 경우에는 곡면의 크기

에 따라 작동 성능이 달라질 것이므로 곡면에 따른 

작동변위 및 작동력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곡면의 크기를 지면에서부터 작동기 밑면

인 기저층까지의 거리로 정의하였다. 먼저 곡면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기저층에 초기 인장 변형률이 가

해진 경우를 가정하여 초기 변형률 수준이 증가할수

록 곡면 형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평가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AQUS를 이용하여 기저

층을 18×6 이차 육면체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하고 

압전층은 10×6 이차 육면체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

하여 해석하였다. 해석 시 경계 조건은 단순지지 조

건으로 하였다. Fig. 4에 단면 A-A’의 형상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기저층에 가해진 초기 

인장 변형률에 따른 곡면 형상이 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곡면의 크기에 따른 유니모프 작동기의 

작동 성능을 측정하여 Fig. 5와 Fig. 6에 각각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선형(linear) 해석은 압전 계수가 

인가전압에 상관 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경우이며, 
비선형(nonlinear) 해석은 압전 계수가 인가전압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비선형 해석에 

사용한 압전 계수는 실제 가진전압을 달리하여 측정

한 압전 계수를 사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곡면

이 커질수록 작동력은 높아지고 작동변위는 줄어든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곡면이 클

수록 작동력 및 자체 강성이 커진다는 점을 더 높이 

고려하여 초기 변형률이 3,000 με인 기저층으로 구성

된 곡면형 작동기를 PUMPS 작동기로 사용하였다.  

3. PUMPS 작동기 제작

이 연구에서 개발한 PUMPS 작동기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piezoelectric unimorph with mecha-
nically pre-stressed substrate의 약자로 말그대로 초

기에 기저층에 기계적인 변형을 주어 곡면형 작동기

를 제작한 것이다. 그 제작과정을 Fig. 7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기저층에 미리 기계적으로 인

장 응력을 가해 늘인 상태에서 압전층을 부착한 다

음 초기 응력을 제거함으로써 곡면을 가지는 압전 

유니모프 작동기를 제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에폭시보다 강도면에서 우수한 TNEST(10)

에서 개발한 에폭시를 접착제로 사용하였으며, 경화

되는데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Fig. 7 Fabrication process for PUMPS

Fig. 8 PUMPS fabric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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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작 방법은 기존의 곡면형 작동기 제작기

법과는 달리 고온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재분극 과

정이 필요가 없어 빠르고 간편하게 곡면형 작동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UMPS 작동기 제작

을 위해 Fig. 8과 같은 실험 장비를 설계 및 제작하

였다. 위쪽 조임새(clamping jig) 안쪽에 힘을 측정

하는 로드셀을 장착하여 초기 인장응력을 조절하였

다. Fig. 9에서 보듯 반복 시험을 통해 로드셸에서 

측정되는 힘 신호와 기저층에 가해지는 변형률의 관

계가 선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PUMPS의 성능 평가

Fig. 10에 이 연구를 통해 제작한 PUMPS 작동기

와 TH-8R 작동기의 외형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두 

작동기의 제작 기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로 곡면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작동기 사이의 

작동변위와 작동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Fig. 11과 같은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Fig. 12와 같은 여러 경계 조

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3과 Fig. 14에는 

각각 단순지지 경계조건과 외팔보 경계조건에서의 

작동 변위 성능을 나타내었다. PZT 5A3의 최대 인

가 가능한 전계 수준인 1,200 kV/m까지 단계별로 전

계를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전계에서 PUMPS 작동기의 변위 

성능이 TH-8R보다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TH-8R(left) and the PUMPS(right)

Fig. 11 Configuration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작동력 측정 시험은 두가지로 나눠 수행하였는데, 
한가지 방법은 Fig. 6의 실험 데이터와 같이 단순지

Fig. 12 Measurement points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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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isplacements of PUMPS and TH-8R at 
simply supported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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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isplacements of PUMPS and TH-8R at 
cantilevered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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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isplacement measurement of PUMPS under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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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ctuation displacements of PUMPS and 
TH-8R under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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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tiffnesses of PUMPS and TH-8R

Table 2 Performance of PUMPS and TH-8R

Specifications TH-8R PUMPS Remarks

Mass 1.75 g 2.03 g

Dome height 2.40 mm 4.79 mm Bottom to 
substrate

Max. voltage ±240 V ±300 V Peak to peak

Typical max.
displacement

0.60 mmpp 1.14 mmpp Simply supported

1.98 mmpp 2.63 mmpp Cantilevered

Stiffness 654 N/m 818 N/m Vertical, Static

지 조건에서 로드셸을 이용하여 저지력를 측정한 것

이며, 다른 방법은 Fig. 15와 같이 작동기 위에 무게

를 얹어가며 작동변위를 측정한 것이다. Fig. 16에 

최대 가진 전압을 가한 경우 가해진 무게에 따라 작

동변위의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압전 작동기에 전압

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적 강성을 측정하여 Fig.
17에 나타내었다. Figs. 16~17에서 보듯 PUMPS 작동

기가 TH-8R에 비해 보다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에는 PUMPS와 TH-8R의 
성능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고온에서 제작되는 기존의 곡면형 

압전 유니모프 작동기의 제작 기법을 상온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초기 응력을 이용한 곡면형 압전 작동

기 제작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 기법을 이용해 제작

한 PUMPS 작동기는 기존의 곡면형 작동기인 

TH-8R의 작동 성능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짐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TH-8R을 대체하여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PUMPS 작동기를 이용하여 진동 제어에 응

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형 

항공기 구조물의 플랩이나 카메라 모듈 등에 적용하

여 기체에서 유발되는 진동을 억제하거나 소음 저감

에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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