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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Fabrication of PZT Disc Actuated Micro Pump for Bio-Applications (II): 
Optimal Design & Fabrication of Embedding-type PZ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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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ough a micro pump is a crucial element in miniaturized bio-fluidic systems or drug delivery systems, most of the 
conventional micro pumps still have some limitations to miniaturize their controller system and to obtain the sufficient 
back pressure which can rise over the inner pressure of human body or experimental animals. In this pap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 a new PZT disc and its controller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to get the sufficient flowrate and the back 
pressure with guaranteeing embeddability of the controller into pumping body. The amplitudes of the disc deflections were 
as large as 40 ㎛ at 200 V - 100 Hz condition. As results of experiments, the flow rate and the back pressure increase 
when the frequency increases. The obtainable maximum flow rate and back pressure are 5.2 ml/min at 95 Hz and 13.14 
kPa at 90 Hz respectively.

Key Words : Micro pump(마이크로 펌프), PZT disc(압전소자 디스크), Controller embedding(제어기 임베딩), Miniaturization(소형화)

1. 서 론
제1편인 “바이오용 압전디스크 방식 마이크로 펌프 설계 및 

제작 (I) -링형 플랩밸브 모듈의 최적설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 펌프(micro pumps)는 마이크로 유체시스템의 
기본을 이루는 핵심요소로, 정량의 미세 유체 또는 기체를 마이
크로 유체시스템에 공급함으로써 시료의 반응 및 분석, 약물의 
전달 등을 가능하게 한다(1). 바이오 유체 시스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로 펌프로는 왕복방식(reciprocating types)의 

압전디스크를 이용한 마이크로 펌프가 있으며(2~6), 열공압 
(thermopneumatic) 방식(7~9), SJ(synthetic jet) 방식(10), 정전기
(electrostatic) 방식(11,12) 등으로 개발된 마이크로 펌프 등이 다
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압전방식의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큰 행정체적(stroke volume), 
작동력(actuation force)과 빠른 응답특성으로 마이크로 펌프 
개발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나(13), 높은 작동전압, 본체와 디스
크 접합의 어려움 및 높은 제조비용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상용화와 소형화에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실질적인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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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PZT disc type micro pump and ring shaped 
valve [1]

Fig. 2 Working principle of PZT disc

로 펌프로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압전디스크의 최적설계와 더
불어 제어보드의 저가 임베드화(low cost embedding)가 필수
적이다.

바이오칩용 압전디스크방식 마이크로 펌프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중 제2편인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에서 개발한 상용 
마이크로 펌프에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우월한 펌핑성능을 확
보하기 위한 압전디스크의 최적설계와 제어시스템의 임베드화
를 통한 실질적인 유체펌프의 소형화(miniaturization)를 목적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마이크로 펌프 및 제어기의 기본 구조
Fig. 1은 제1편에서 최적설계된 1×2 링형 금속 플랩밸브 모

듈(14)을 장착한 압전디스크 방식의 마이크로 펌프와 제어기 모
듈의 조립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로 펌프 몸체(body)
는 플라스틱 기반의 상판과 하판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깊이
의 단일챔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펌프의 중앙에 위치한 압
전디스크의 상하 왕복운동으로 한 방향(one way) 펌핑력을 확
보한다. 또한, 입구와 출구에는 유체의 유동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퓨져(diffuser)와 그 끝단에 유체의 안정된 흐름을 보장
하기 위한 유체 버퍼(fluidic buffers)를 도입하였다. 특히, 기존
의 소형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전압 증폭용 전계발광 램
프(Electroluminescent Lamp, EL)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압전
디스크 제어 보드를 펌프 크기 이하로 최소화화여 임베딩하는 
방식으로 설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마이크로 펌프는 해외 선진기업이 개발
한 기존의 펌프와 달리 컨트롤러 임베딩(embedding) 방식을 
적용하여 펌프의 크기와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였으며, 극미량
의 바이오유체를 펌핑하면서도 충분한 펌핑량을 확보하기 위
하여 최대유량 50ml/min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
한 추후 생체 내에 삽입하기에 앞서 in-vivo 시험 적용을 위하

여(14) 마우스 생체내압인 약 1kPa(15) 이상의 배압을 얻는 것을 
설계 목표로 하였다.

3. 임베딩방식 소형 압전모듈의 설계 및 제작
3.1 압전디스크의 작동원리 및 압전디스크의 제작
마이크로 펌프는 압전디스크의 상하운동에 의해 얻어지는 체

적의 변화를 통해 유체의 유동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압전디스
크의 변위의 크기는 마이크로 펌프의 성능향상과 직결된다. 일
반적으로 압전디스크의 직경을 증가시키거나 압전전압을 증가
시키면 변위가 증가하나, 이는 마이크로 펌프의 몸체나 제어기
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또한 과도한 변위
나 주파수를 줄 경우 가청소음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증
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압전디스
크를 설계, 제작, 시험하여 마이크로 펌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압전디스크를 선정하였다. 

Fig. 2는 상용 압전디스크의 형상과 작동원리을 보여주고 있
다. 일반적으로 황동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으로 이루어진 금속박
판(sheet metal) 상에 특정 두께의 압전(PZT, Lead Zirconate 
Titanate) 필름을 코팅하고, 전극접합 후 전압을 가하여 압전재
료의 측방향 팽창(lateral expansion)을 금속박막의 상하 굽힘
변형(bending deflection)으로 변환하는 원리로 요구되는 변위
가 얻어진다. 압전부저(ceramic buzzer)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저가의 압전디스크의 경우는 대부분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도
록 상대적으로 두꺼운 금속박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 압전필름의 두께 와 금속박판의 두께 의 비가 1에 가깝
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압전디스크를 마이크로 펌프의 액
츄에이터로 사용할 경우 충분한 유량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약 20mm의 값을 가지는 상용 압전디스크
(: 16mm, : 210㎛, : 200㎛)의 경우, Fig. 3과 같이 
200V 인가 시 발생하는 변위가 25㎛ 내외로 입력전압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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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PZT disc bending deflection (conventional)

(a) etched stainless steel sheet (  = 50 ㎛)

(b) PZT film deposition (  = 210 ㎛)

Fig. 4 PZT disc fabrication by etching and vapor deposition

PCB SIZE: Φ12 mm or Φ20 mm

Fig. 5 PCB layout (top view)

Fig. 6 Electric connections of embedding controller

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변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펌프의 경우 압전디스크가 
약물이나 바이오물질을 직접 펌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박판
재료로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이 보장된 스테인리스강
을 사용하였으며, 박막두께 을 50㎛로 감소하여 압전디스크
를 제작하여 목적하는 최대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압전디스크 
변위를 확보하였다. Fig. 4는 에칭으로 제작된 스테인리스강 
박판과 압전필름 코팅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2 압전디스크 제어모듈의 설계 및 제작
일반적으로 유량이나 펌핑압력 이외에 펌프의 성능을 좌우하

는 요소로는 소비전력이 있다. 그러나 펌핑성능과 펌프의 크기 
및 소비전력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최적 설계 
조건의 도출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사이즈와 
저 소비전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EL램프 구동을 위한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였다. EL 구동용 마이크로 칩은 1~5V의 
입력 전압을 100~200V까지 증폭 변환시켜 주는 마이크로 칩
으로 크기가 작고, 소비전력이 작으며, 주파수와 출력전압의 제
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제작된 압전디스크를 구
동하기 위하여 HV860K7-G(Supertex Inc., 작동 전압 1.5~4.5 
V, 출력 전압 150~240V, 0.3W 이하의 저 소비전력, 1~500 
Hz 주파수 가변 가능)를(16) 이용하여 저전압의 DC입력(본 연
구에서는 입력전압으로 5V 사용)을 압전디스크 구동에 필요한 
고전압의 AC출력(본 연구에서는 150~240V)으로 증폭하였으
며, 타이머인 NE555칩 사용하여 다양한 주파수의 왕복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1~500Hz 주파수 가변), 회로 내의 커패시
턴스 조절을 통하여 압전디스크의 소음이 저감되도록 설계하
였다. 펌프작동 시 소비전력은 0.3W 이하로 나타났다.

Fig. 5와 Fig. 6은 구성된 펌프구동 회로도를 이용하여 제작
한 PCB레이아웃 및 실제작된 PCB의 사진과 이 PCB에 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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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d PZT disc bending deflection

Fig. 8 Assembly of micro pump & controller (with two AAA 
batteries)

Fig. 9 Flowrate with respect to frequency

Fig. 10 Pressure with respect to frequency

력단자를 연결한 사진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PCB는 펌프의 
크기에 따라 20mm 이외에도 12mm의 직경으로 제작되었으
며, Fig. 5의 ①은 고정저항의 연결부로 고정저항은 1~10MΩ, 
②는 전원 입력부로 입력전압으로 3.3~6V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은 압전디스크와의 연결단자이다.

4. 임베딩방식 소형 압전모듈의 성능 평가
4.1 압전디스크의 변위 측정
입력파형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현파와 사각파의 입력

전압을 고전압 증폭기를 통해 200V로 증폭하여 압전소자에 인
가하였으며, 인가된 전압에 따른 압전디스크의 변위를 레이저 
측정기(laser vib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상용 압전디스크의 경우 200V로 인가전압에 대하여 100Hz
에서 피크-투-피크(peak-to-peak) 변위가 약 25㎛로 측정되었
으나, 본 논문에서 설계, 제작한 압전디스크의 경우에는 동일조
건 하에서 200V의 사각파를 인가하였을 때의 피크-투-피크 변
위가 Fig. 7에서와 같이 약 40㎛로 기존 압전디스크의 변위에 
비교하여 약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한편 사각파 대신 정현파
를 인가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응답특성이 저하되어 약 30㎛
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한편 소음측정 결과(Symphonie System 
Model: 01dB, MVI Technologies Group), 200V-100Hz 조건 
하에서 사각파의 경우 약 48dB, 정현파의 경우 약 38dB 정도
의 소음 발생하였다. 즉, 정현파를 인가하면 사각파에 비교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유량면에서는 불
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유량이 필요한 응용분
야에는 사각파 인가전압을 사용하고, POCT기기나 연료전지 
등 소음을 최소화해야 할 응용분야에는 정현인파를 입력전압
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2 임베딩 성능 평가
Fig. 8은 제작된 압전디스크 모듈을 마이크로 펌프 몸체

(body)에 임베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펌프 몸체는 PMMA
로 제작하였고, 제(I)보에서 개발한 30㎛ 두께의 링형 체크밸
브를 이용하여 역류를 방지하였으며, 입구와 출구에 니플을 사
용하여 외부 시스템 및 측정 장치와 연결하였다. 압전디스크와 
제어기는 UV 레진를 이용하여 접합하였으며, 전원은 AAA 배
터리를 2개를 직렬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Fig. 9와 Fig. 10은 제작된 마이크로 펌프의 펌핑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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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100Hz로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마
이크로 펌프의 유량 및 압력을 측정하였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주파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유
량이 증가하며, 약 95Hz에서 근처에서 5.2ml/min의 최대 유량
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는 제(I)편에서 해석을 통해 얻은 이
론적 유량에 크게 못 미치는 값으로 체크밸브의 변형과 주파수 
중가에 따른 밸브요소의 동적인 응답저하가 유량감소의 원인
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작업을 통해 압전디스크를 UV
레진으로 PMMA 몸체에 접합하는 과정에서 압전디스크의 외
주부의 변위가 과다하게 구속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
었다. 따라서 이론적인 압전디스크의 작동을 얻기 위해서는 외
주부의 구속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접합기술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이
크로 펌프의 펌핑 압력 또한 주파수가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90Hz 큰처에서 약 13.14kPa(≈12.8kPa)의 수두차를 발생시
켰다. 이는 마우스 생체내압의 10배 이상의 배압으로 생체 약
물전달용 마이크로 펌프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칩용 압전디스크방식 마이크로 펌프용 

압전디스크의 최적설계와 제어시스템의 임베드화를 통한 실질
적인 유체펌프의 소형화(miniaturization)를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생체적합성이 보장된 스테인리스강을 박판으로 사용한 새
로운 압전디스크를 설계하여 200V-100Hz 사각파 인가 시 
약 40㎛의 디스크 변위를 확보하였다.

(2) 압전디스크 제어를 위해 EL 램프 구동용 마이크로 드라이
버를 활용하여, 마이크로 펌프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 회로
를 구성하였으며, 마이크로 펌프 내로의 임베딩이 가능한 
PCB를 제작하였다. 

(3) 마이크로 펌프 시작품을 제작하고,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
과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유량 및 펌핑 압력을 증가하였으
며, 95Hz와 90Hz에서 5.2ml/min의 최대유량과 13.14kPa
의 최대 펌핑 압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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