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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기술로 인해 다양한 MEMS제품

들이 실용화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성능과 신

뢰성 평가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MEMS

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 이하의 치수를 

갖는 박막의 기계적 특성이 벌크(bulk) 소재와는 

다른 거동을 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따

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시험편(micro-specimen)의 

기계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굽힘(bending), 벌지

(bulge), 인장(tensile)시험 등의 많은 시험방법이 사

용되어 왔다.(1~7) 굽힘이나 벌지시험은 인장시험에 

비해 쉽고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기계적 물성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가정이 필요한 단점을 가지

고 있다. 벌크소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장시험법은, 마이크로 시험편의 경우에는 시험

편의 제작이나 시험편의 취급 등에 어려운 점이 

많은 반면에 시험편 단면에 걸쳐 응력이 균일하고 

기계적 물성계산을 위한 특별한 가정이 필요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를 갖

는 시험편의 인장이나 피로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중 하나는 변형률 측정이다. 벌크 소재의 시

험에서는 스트레인게이지나 변위계(extensor-meter)

와 같은 접촉식 측정법을 이용해 간편하고 높은 

해상도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이크로 시험

편에서는 이와 같은 접촉식 측정법의 사용이 불가

능하여, 정전용량형변위계(8)나 여러가지 광학적 측

정법(6,9) 등의 비접촉식 측정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던 측정법의 하나는 

레이져를 이용한 간섭변위계 (ISDG)이다.(6)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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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시험편에 대하여 하중제어 인장-인장의 피로시험이 가능한 피로시험기를 

개발하였다. 전자기식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이 시험기를 이용하여 인장시험 뿐만 아니라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피로시험이 가능하다. 또한 피로시험중에도 고해상도로 마이크로 시험편의 되풀이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간섭변위계를 사용하였다. 피로시험기와 변위계는 안정적이고 그 응답속도도 

매우 빨라서, 피로시험중에도 연속적으로 변위를 측정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fatigue testing system capable of performing load-controlled tension-tension tests for micro-

specimens was developed by using an electro-magnetic actuator. Using this system, fatigue testing as well as tensile testing 

can be performed over a wide range of loading frequencies. Further, a new laser interferometric strain/displacement gage was 

used during fatigue testing to obtain high-resolution measurements of the cyclic deformation of thin films. Since the testing 

machine and the displacement gage are stable and show quick responses, the displacement can be measured instantaneously 

and continuously during fatigue testing, and high-resolution results can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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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시험편 표점거리(gage length) 사이의 변형률

을 고해상도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험편의 표면에 레이져를 반사시킬 수 있는 마커

(marker)를 만들어야 하고 측정속도가 너무 늦어, 

인장시험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피로시험

에는 적용시킬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토 멀

티플라이어 튜브(photomultiplier tube, PMT)를 사용

하여 실시간으로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ISDG(10)를 이용하여, 피로시험중 마이크로 시험편

의 변형률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험기는 하중제어가 가

능한 전자기식 액추에이터(electro-magnetic actuator)

를 사용하였다. 

2. 시험시스템 

2.1 시험장치의 구성 

시험장치의 구성은 Fig. 1 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험시스템은 전자기식 액추에

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하중측정을 위한 피에죠형 

로드셀(piezo-type load-cell)과 시험편 양쪽면의 변

위측정을 위한 2 세트의 ISDG 시스템, 그리고 하

중제어신호(command signal)의 발생과 하중과 4 개

의 PMT 신호 저장을 위한 D/A 와 A/D 컨버터

(converter)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은 컴퓨터에 의

해 발생된 제어(command)신호가 파워앰프(power 

amplifier)를 통해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키고, 2개의 

ISDG 로부터 시험편 양면의 변위를 계산한다. 단

축인장시 시험편 정렬의 문제로 인한 굽힘변형률

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험편 양면의 변형률을 측정

한다. 각 ISDG 는 출력 10 mW, 레이져빔(laser 

beam)의 파장길이(wave length)가 670 nm인 다이오

드 레이져(diode laser, Power Tech. PM07)와 2 개의 

PMT (Hamamatsu 1P28A)로 구성되어 있다. PMT는 

주로 가시광선을 검출하는 진공관으로 2 차 전자

의 방출을 이용하여 미소한 광전자의 전자류를 증

폭하는데에 사용되며, 미세한 빛의 강도를 검출하

는 센서로 사용되고 있다. 가변 조리개(variable 

aperture)는 시험편으로부터 PMT 로 산란되는 반사

광을 차단한다. 각 PMT 는 이동스테이지

(translation stage)에 장착되어 PMT를 이동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시험은 상온환경하에서 일정진폭하중, 시험되풀

이속도 f = 21 Hz의 조건하에서 수행되었다. 

 

2.2 시험기 및 시험편 

시험기에 사용된 액추에이터는 BEI KIMCO 

Magnetics 사의 전자기식 액추에이터 LA24-20-

000A 를 사용하였다. 액추에이터의 최대가진하중

은 111 N, 최대변위(stroke)는 16.5 mm이다. 고정된 

보이스코일(voice coil)과 움직이는 영구자석으로 

구성된 전자기식 액추에이터는 비교적 넓은 주파

수영역에서 피로시험이 가능하고 하중제어가 가능

하며,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시험편의 시험에 사용

되고 있는 피에조형 액추에이터에 비해 시험 변위

폭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로드셀은 피에죠형

(KISTLER 9203)이며 최대하중용량은 500 N이다. 

시험편은 Ni-15%W으로 LIGA에 의해 제작되었

다. 시험편의 형상은 Fig. 2(a)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중앙부의 폭이 130 µm 인 모래시계형(hourglass 

type)으로 되어 있고, 시험편의 전체길이는 약 2.8 

mm, 시험편의 두께는 약 70~80 µm정도로서, 양면

을 거칠기 1 µm의 연마지(polishing film)를 이용하

여 연마하였다. 웨지(wedge)형의 시험편 끝부분은 

Fig. 2(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립(grip)에 

가공된 홈에 맞도록 되어 있다.  

 
Fig. 1 Schematic of the developed fatigue te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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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G 를 이용하여 시험편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레이져빔을 반사할 반사면이 필요하다. 

마커는 단지 반사면만을 필요로 하므로 마이크로

비커스(micro-Vickers) 경도계를 이용하여 압흔

(indentation)을 만들거나 증착(deposition)하여 만든

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비커스경도계로 시험

편 양면의 중앙에 초기간격 do = 200 µm로 압흔을 

작성하였으며, Fig. 2(c)는 시험편의 중앙부에 작성

된 압흔을 보여주고 있다. 비커스 경도계를 이용

한 압흔의 면으로부터 비교적 선명하고 밝은 프린

지를 얻을 수 있었다. 작성된 압흔의 폭은 약 20 

µm이고 깊이는 약 4 µm이다. 

2.3 변위계 

Fig. 3(a)는 ISDG의 측정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두 마커의 반사면에 투사된 

레이져빔은 반사되고 서로 간섭하여 간섭무늬

(fringe pattern)를 만든다.(6) Fig. 3(b)는 프린지 강도

(fringe intensity)분포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에서와 같이 레이져빔의 회절에 의해 간섭무늬신

호는 엔벨롭(envelop)이 생기며 간섭무늬의 측정에 

사용되는 다이오드 또는 센서의 크기로 인해 최소

강도가 0으로 되지는 않는다. 시험편의 변형에 의

해 마커가 이동하면 간섭무늬도 이동하고, 이 움

직임을 측정하여 두 마커사이의 상대변위 또는 변

형률로 환산하게 된다. 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d sin α = m λ (1) 

여기서 d 는 마커사이의 거리, α 는 투사빔과 간섭

무늬사이의 각도, m 은 프린지의 오더(order), λ 는 

레이져빔의 파장길이이다. 변형에 의해 d 가 바뀌

면 α 와 m 이 변한다. 측정을 위해 α 를 고정하고 

변형 전후에 다이오드어레이(linear diode array)를 

이용하여 프린지의 위치를 기록한다. 이 경우 변

형률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ε = ∆d /do = ∆m·λ / (do sin αo) (2) 

여기서 ∆d 는 마커사이의 상대변위, do 는 초기 마

커사이의 거리이다. 초기상태의 어느 한 프린지가 

다음 프린지로 이동을 하면 ∆m = 1이 된다. Fig. 4

는 다이오드어레이와 PMT 에 의해 측정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회색과 검은선은 다이오

드어레이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를 나타내며 회색

선은 시간 t = to에서, 검은선은 시간 t = to+∆t에서 

측정된 신호를 나타낸다. 위 그림에서 프린지의 

이동량 ∆m 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식 (2)에 대

입하면 ∆t 시간 동안의 변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다이오드어레이를 이용한 측정은, 변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양이 많아 

프린지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만큼 측정속

도가 빠르지 못하여 주로 인장시험시 변형률 측정

에 사용되고 있다. 프린지의 이동은 고정점에서 

프린지의 강도변화에 의해서도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는 슬릿(slit)이 있는 커버로 덮인 PMT

를 이용하며, PMT 는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방법은 Fig. 4 에서와 같이 슬릿이 위치한 점에서 

프린지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간 t = to와 

to+∆t 에서 측정된 프린지강도 Ito와 Ito+∆t만으로 변

위를 계산하므로, 거의 실시간으로 변위를 측정하

는 것이 가능하다.(10) 

프린지의 강도 I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I = Io cos
2 (πd sin αo / λ) (3) 

 
(a) 
 

 
(b) 
 

 
(c) 
 

Fig. 2 (a) Schematic of the micro-specimen (unit: mm), 
(b) a specimen mounted in grips, and (c) two 
markers on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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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o 는 최대강도이다. 위 식에서 측정된 강

도로부터 시험편 마커의 상대변위 d 를 다음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d = λ cos-1 (I /Io)
1/2 / (π sin αo) (4) 

이로부터 프린지 강도 I 의 변화를 측정하면 마커

사이의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PMT 에서 얻어진 변위신호로부터 ∆d 를 계

산하면, 두 마커사이의 변형률은 

 ε = ∆d /do  (5) 

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매우 작은 

표점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실시간에 가까

운 빠른 응답속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Fig. 5는 슬릿이 있는 커버로 덮인 PMT위에 생

성된 프린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의 중앙에 있

는 가는 검정 수직선이 슬릿이다. 슬릿의 폭은 변

위의 측정감도에 영향을 미친다. 슬릿의 폭이 넓

으면 간섭무늬의 최대강도와 최소강도의 폭이 줄

어들게 되며, 너무 좁으면 프린지 최대강도 Io 의 

크기가 작아진다. 

3. 시험결과 및 검토 

3.1 PMT의 신호 

Fig. 6 은 각 PMT 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림에서와 같이 시험편의 앞면은 PMT 1과 2에 의

해, 뒷면은 PMT 3 과 4 에 의해 변형률을 측정하

고 있으며, PMT 1과 3이 액추에이터 쪽에 위치하

고 있다. Fig. 7(a)와 (b)는 각각 응력폭(stress range) 

∆σ = 59, 410 MPa에서 측정된 응력과 각 PMT로부

터 측정된 프린지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서 회색선은 응력파형을, 굵고 가는 2 개의 실선은 

피로시험중에 시험편 앞면에 위치한 두 개의 

PMT 1 과 2 로부터 얻어진 프린지강도 파형을 나

타내고 있으며, 2개의 점선은 시험편 뒷면의 PMT 

3 과 4 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그림의 왼쪽 상단의 곡선은 부하과정에서 PMT 1 

상의 프린지가 이동한 경로를 개략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Fig. 7(a)의 경우는 응력폭이 작아 PMT 상

의 프린지의 이동도 작으며, 각 PMT 사이에 특별

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다. 한편, Fig. 7(b)와 같이 

응력폭이 증가하게 되면 프린지의 이동량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7(b)에서 PMT 1의 

프린지는 2 보다 이동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점선으로 표시된 PMT 3 과 4 의 결과에서는 

PMT 1과 2의 결과와는 다른 거동을 보이고 있다. 

즉, 액추에이터쪽에 있는 PMT 3의 프린지 이동이 

4 의 경우보다 작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와 같은 프린지 이동은 시험편의 변형만이 아

 
 

 
 

Fig. 3 Schematics of (a) the ISDG and (b) fringe intensity 

 

 

Fig. 4 Intensity measurement by a diode array and PMT 

 

 
 

Fig. 5 A fringe pattern on a slitted mask in front of a 

P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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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시험편의 강체운동(rigid body motion)에 의해

서도 일어난다. Fig. 6 과 같이 시험편에 인장하중

이 가해지면 시험편상의 두 마커 모두 하중방향으

로 이동하고, 이때 PMT 커버상의 프린지는 투사 

레이져빔의 방향으로 이동하며, 이 방향을 (+)로 

정의한다. 하중방향으로 강체운동을 하게 되면, 

PMT 2의 프린지는 (+) 방향으로 이동하고 PMT 1

의 프린지는 (–) 방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두 결

과를 평균하면 강체운동에 의한 변위를 제거하고 

두 마커 사이의 변위만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린지의 이동은 시험편이 하

중방향으로 잘 정렬된 경우로서, 마이크로 정도의 

크기를 갖는 시험편의 경우에는 시험편 정렬이 매

우 힘들며, 이것은 주로 하중부하방향과 시험편 

축방향의 정렬이나 시험편 그립고정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이 시험편 정렬의 문제는 결국 시험편

에 굽힘하중으로 작용한다. 벌크한 소재의 시험에

서는 시험편의 치수가 크기 때문에 시험편 정렬오

차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아 한쪽 면에서

만 변형률을 측정하여도 큰 차가 없으나, 마이크

로 시험편의 경우에는 시험편의 치수가 작기 때문

에 시험편 정렬의 오차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

을 준다. 앞에서 지적한 Fig. 7(b)의 시험편 앞뒷면

의 PMT 파형거동이 다른 것도 시험편의 굽힘에 

의한 것이다. 즉, 시험편에 굽힘하중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시험편 양면의 측정결과가 같은 거동을 

보이지만, 굽힘의 영향으로 시험편 양면의 변형률

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Fig. 6 과 같이 

하중이 인장방향으로 작용할 때 시험편의 굽힘에 

의해 프린지가 모두 (+)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편의 정렬상태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PMT 파형으로부터 변

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PMT 에서 

프린지의 이동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3.2 변형률 측정결과 

Fig. 8은 Fig. 7의 결과에 대해 식 (4)와 (5)에 의

해 변형률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8(a)에서 ∆σ = 59, 410 MPa의 경우 앞면의 변형률 

측정결과가 뒷면에 비해 각각 약 10, 15 % 작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마이크로 시험편의 경우에는 굽힘의 영향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변형률 측정결과에서 

굽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험편 양면의 

변형률을 모두 측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는 Fig. 8(b)의 응력-변형률 선도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앞면의 되풀이 탄성계수(cyclic elastic modulus)는 

뒷면보다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9는 응력폭 ∆σ = 59 ~ 410 MPa의 범위에서 

앞뒷면의 되풀이 탄성계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앞면과 뒷

면에서 탄성계수는 10 ~ 25 %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 편차는 비교적 크지만 평균은 약 203 

GPa로 거의 일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6 Moving direction of fringe patterns 

 

 

 
Fig. 7 Variation of PMT signals (a) for ∆σ = 59 MPa, 

and (b) for ∆σ = 41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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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검 토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마이크로 시험편

용 피로시험기를 이용한 피로시험결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자기식 액추

에이터는 수백 Hz 까지의 충분히 넓은 주파수 영

역까지 마이크로시험편에 대한 피로시험이 가능하

며, 본 연구에서는 하중과 변위신호에 대해 비교

적 높은 S/N 비(signal/noise ratio)를 얻을 수 있는 

되풀이속도 f = 21 Hz에서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마이크로 시험편에 대

한 시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변형률의 측정이다. 현재 인장시험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ISDG 로, 측정정밀

도가 높고 별도의 계산이 없이 표점거리(gage 

length)내의 변형률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시험편의 표면에 압흔과 같은 마커를 

만들어야 하며 측정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다. 압

흔은 시험편의 응력집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피로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러한 문제에도 마이크로 시험편의 표점거리내의 

변형률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

력적인 장점이며, 피로시험편의 형상을 모래시계

형으로 제작하여 응력집중의 영향을 완화시켰다. 

한편, PMT를 사용한 ISDG로 시험편의 변형률을 

측정함으로써, 마이크로시험편에 대한 피로시험

에서도 시험되풀이 속도에 관계없이 충분히 정

밀한 변형률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Figs 8 과 9 에서 지적하였듯이 마이크로 시

험편의 경우에는 일반 시험편과 달리 시험편의 

정렬 등에 의한 굽힘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도

록 시험편의 양면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식 액추에이터와, PMT를 

사용한 ISDG 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험편용 피

로시험기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자기식 액추에이터는 

가동 변위폭이 넓고 하중제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험되풀이 속도의 범위도 수백 

Hz 까지 시험이 가능하다. 또한 PMT 를 사용한 

ISDG 는 시험되풀이 속도에 관계없이 피로시험

중 마이크로 시험편의 변형률을 실시간으로 측

정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시험편의 시험시 시험

편의 치수가 매우 작아 시험편의 정렬이나 그립 

고정에 의해 시험편 굽힘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정확한 변형률의 측정을 위해

서는 시험편 양면의 변형률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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