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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파 기반의 고감도 변형률 센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Highly Sensitive Strain Sensor based on Rayleigh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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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iezoresistive-type, capacitive-type, and optical-type sensors have mainly been used for measuring a strain. 

However, in building a sensor network for remote monitoring using these conventional sensors there are disadvantages 

such as the complexity of a measuring system including wireless communication circuitry and high cost. In this paper, 

we demonstrates a highly-sensitive surface acoustic wave (SAW) strain sensor which is advantageous to harsh 

environments and wireless network. We designed and fabricated the SAW strain sensor. The SAW strain sensor 

attached on a specimen was tested with a tensile tester. The strain on the sensor surface was measured with a 

commercial strain gauge and compared with that obtained from strain analysis. The central frequency shift of the SAW 

sensor was measured with a network analyzer. The sensitivity of the SAW strain sensor is 134 Hz/με which is high 

compared to previou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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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각종 센서  기기 간의 네트워크가 가능해지고 역 

통신망 구축과 통신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주변에서 쉽게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할 수 있다. 특히 센서 네트워크 시

스템은 원격으로 기상 측을 하거나 지구의 지각 활동  

화산 활동 측을 한 실시간 마그마 측 등의 극한 환경 

모니터링에 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로부터 신속

히 응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으며 지능화 사회로 발 하는 핵심기술

이다. 물리 센서 기반의 시스템을 Structural Health 

Monitoring(SHM)에 용하면 상하수도  에 지 계 시

설 등의 사회 기반 시설물의 균열이나 변형을 실시간 모니

터링을 통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비

가 가능하다.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능형 타

이어 센서는 실시간으로 타이어의 압력  변형, 하 에 

한 정보를 운 자나 차량의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raction 

control system) 등에 제공해 효과 인 차량의 시제어를 

통해 사고 방을 가능하게 한다[1-4]. 하지만 이러한 시스

템은 근성이 어렵거나 극한 조건을 모니터링하는 데 목

을 두고 있어 시스템의 개발에는 우선 으로 앞선 조건에서

도 동작이 가능한 센서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리량 측정을 한 센서  변형률 센서는 압 항 방식

이나 고무수지를 이용한 정 용량형 변형률 센서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센서들은 부가 인 측정 시스

템을 필요로 하고 구동이 복잡하기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을 

한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학 

기반의 변형률 센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비교  간

단하고 장거리 감지가 가능하며 복잡도가 낮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고비용이 발생한다[5-9]. 따라서 극한 환경

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 무 원 방식의 무선 네트워크 구축

이 가능하며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비용 량생산이 가

능한 표면탄성  기반의 변형률 센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eflective delay line 구조를 용한 표면탄

성  기반의 변형률 센서는 수식  해석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 지만 실제 센서를 제작해 구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10], 이를 기반으로 T. Nomura는 무 원 방식의 변

형률 센서를 캔틸 버를 이용해 실험하 으나 25 Hz/με 의 

매우 낮은 감도를 얻는데 그쳤다[11]. 한 A. Paul은 표면

탄성  기반의 변형률 센서를 이용해 지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력을 측정하려 했고 지능형 타이어용에 용이 가능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12]. H. Oh는 고감도의 SH(Shear 

horizontal) 표면탄성  기반 변형률 센서의 특성 시험을 

해 인쇄회로용 기 을 이용한 인장 시험 장치를 구 하 다

[13]. 그러나 그 시험에서는 표면탄성  기 의 변형률 신 

인쇄회로용 기 의 변형률에 한 센서의 심주 수 변화

만을 묘사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탄성  변형률 센서를 설계하고 이 센

서가 부착되는 인장시험용 시편에 인장력이 인가될 때 발생

되는 표면탄성  변형률 센서 표면의 변형률을 유한요소해

석법으로 계산한다.  표면탄성  변형률 센서를 제작하여 

인장시험용 시편에 부착하고 시편에 인장력을 가하면서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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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면탄성  변형률 센서의 제작 공정도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the SAW strain sensor 그림 2 인쇄회로용 기 에 부착된 표면탄성  센서

Fig. 2 The SAW strain sensor attached to the PCB

서의 심주 수를 측정한다. 인장력에 의해 실제 표면탄성

 센서 표면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스트 인 게이지로 측정

하고 이 측정값을 계산 결과와 비교한다. 특히 이  논문에

서는 시편의 연신률에 따른 센서의 특성을 보여주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실제 표면탄성  센서 표면의 변형률에 따른 센

서의 특성을 나타낸다.

2. 표면탄성  변형률 센서의 설계 

압  기  는 압  박막에 빗살 모양의 Interdigital 

Transducer (IDT)를 형성하여 이에 기 인 신호를 인가

하면 표면탄성 가 생성되고, 표면탄성 는  방향과 생

성 치에 따라 일리 , SH(Shear-Horizontal) , 

STW(surface transverse wave), Leaky  등으로 나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28° YX-LiNbO3 기 은 다른 재

료에 비하여 비교  큰 기계결합상수 (K2 = 5.56 %) 와 높

은 속도(3992 m/s)의 특성을 갖고 일리 를 생성한

다. 기계결합상수가 크면 주 수 응답의 손실이 작고,  

속도가 크면 IDT의 장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IDT 제

작 공정이 수월한 장 이 있다. IDT는 양지향성

(bidirectional) 형태로 정하고 임피던스 매칭과 높은 이득 

구 , TTE(triple transit echo) 등을 고려하여 COM(couple 

of modes) 모델링 방법으로 최 화하 다[13]. 센서의 심

주 수를 250 MHz로 설정하고 입출력 IDT의 핑거 피치(λ)

는 16 μm로 설계하 으며, 핑거수는 50 으로 하 다. 

일반 으로, 표면탄성  공진기의 심주 수 f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4].

  


(1)

여기서 v, λ는 각각 압  기 의 표면탄성  속도와 핑거 

피치이며, 각각을 변형률 ε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3].

    (2)

 





(3)

여기서, c와 ρ는 각각 압 기 의 강성계수와 도이다. 

도는 변형률의 함수로 식(4)와 같다.

 


(4)

여기서, ν는 압 기 의 포아송비이다. 압 기 은 비등방

성 물질이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 다른 포아송비를 갖지만 

해석을 단순화하기 해 등방성이라 가정하 다.  압 기

의 변형률이 작은 탄성 역에서는   로 가정할 수 있

다[15]. 이 때, 식 (1)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5)

따라서, 심주 수는 변형률의 함수가 되고, 식 (5)의 

심주 수를 변형률에 해 미분하여 정리하고, 감도 S를 변

형률에 한 심주 수의 변화로 정의하면 식 (6)과 같다.

 

∆ 
 

   (6)

따라서 표면탄성  공진기의 심주 수를 측정하면 변형

률을 알 수 있다.

3. 표면탄성  센서와 시편의 제작

그림 1은 표면탄성  센서의 제작 공정도이며, 표면탄성

 센서는 한 번의 사진식각 공정과 열증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인장시험용 시편은 인장시험기로 인가하는 하

이 센서에 균일하게 달되는 형 인 시편 형태로 인쇄

회로용 기 을 제작하 다. 제작된 인쇄회로용 기 과 표면

탄성  변형률 센서는 박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착성이 

강한 Loctite 401을 이용해 착하여 그림 2와 같은 인장시

험용 시편을 완성하 다. 제작된 센서의 크기는 7 × 6 mm2 

이며, 센서가 부착된 인장시험용 시편은 70 × 20 mm
2
 로 

기  에 센서의 기  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을 증

착하 다. 제작된 센서를 네트워크분석기(Agilent 8753ES)와 

연결하여 측정하기 해 RF 커넥터를 시편에 부착하 다. 

제작된 표면탄성  센서의 S21특성을 측정한 결과 약 248 

MHz의 심주 수에서 약 13.8 dB의 낮은 삽입손실이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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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인장시험용 시편 (a) 시편의 단면 (b) 표면탄성  센

서 표면의 변형

Fig. 3 The specimen for a tensile test (a) the cross 

section of a specimen (b) the scheme of the 

surface deformation of a SAW sensor

물질 탄성계수 (GPa)

압 기

(128° YX-LiNbO3)





















































인쇄회로용 기  

(FR-4) 
24

표   1  압  기 과 인쇄회로용 기 의 탄성계수

Table 1 Elastic constants of the piezoelectric substrate and 

the PCB

(a) (b)

그림 4 유한요소해석 (a) 모델의 기하구조 (b) 시편의 

0.21% 인장시 압 기  표면의 변형률

Fig. 4 FEM analysis (a) the model geometry (b) the 

surface strain of piezoelectric substrate at 0.21% 

elongation of the specimen

그림 5 시편의 연신률에 따른 압  기 의 표면 변형률 해

석 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s of the surface strain of the 

piezoelectric substrate versus the elongation of the 

specimen

4. 변형률 센서의 변형 해석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표면탄성  변형률 센서 인

장 시험용 시편과 그 변형률을 보여 다. 인장 시험기로 인

장시험용 시편에 인장 하 을 가하면, 그림 3과 같이 시편이 

늘어나고 시편에 착제로 부착되어 있는 표면탄성  센서

가 변형된다. 실험에 앞서,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COMSOL을 이용하여 시편과 센서 표면의 변형을 모사하

다. 유한요소해석을 한 3차원 모델은 그림 4와 같이 인쇄

회로용 기 과 변형률 센서인 압  기 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각의 탄성계수는 표 1과 같다. 시뮬 이션에서 인장시

험의 조건과 동일하도록 시편인 인쇄회로용 기 의 양쪽 단

은 회 이 불가능하도록 경계조건을 주고, 한쪽 단은 고정하

고 다른 쪽 단에는 변 를 인가하여 변형률 센서인 압  기

의 표면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계산하 다. 그림 4(b)는 시

편의 연신율을 0.21 % 인장하 을 때, 압  기  표면의 변

형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이 인장되면 압 기 의 표면은 

압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논문의 시편과 같이 탄

성 계수의 차이가 큰 두 탄성체로 구성된 구조물에서 시편

에 인장력을 인가하면 압  기 이 부착된 부분에서 압  

기 이 인쇄회로용 기 의 인장을 방해하면서 부분 인 굽

힘 변형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합면의 반 쪽에 있는 압

 기  표면은 수축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 로 시편

에 압축 하 을 인가하면 압  기  표면에 인장 변형이 발

생할 것을 상할 수 있다. 그림 5는 시편의 연신률을 0%에

서 0.21%까지 0.03% 씩 증가시키면서 인가하 을 때 계산

된 압 기  표면의 변형률이다. 시편이 0.21% 만큼 늘어나

면, 변형률 센서 표면에 742 με의 압축변형률이 발생하며, 

시편이 0.01%만큼 인장되면, 센서 표면에는 35 με의 압축변

형률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변형률 센서 특성 실험

그림 6은 변형률 센서의 특성 분석을 한 실험 장치도이

며, 실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 다. 첫째로, 

압  기  표면과 인쇄회로용 기  표면에 각각 상용화된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해 인장 하 을 가하여 측정을 하고 

이를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 다. 둘째로, 인장 하 을 

가하며 센서에 연결된 네트워크분석기로 S21의 주 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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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표면탄성  기반 변형률 센서의 특성 실험 장치

Fig. 6 The test setup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AW 

strain sensor

(a) (b)

그림 7 (a) 표면탄성  변형률 센서가 부착된 인장 시험용 

시편 (b) A-A’ 단면도

Fig. 7 (a) The specimen with the SAW strain sensor (b) 

the cross sectional view of A-A’

그림 8 시편의 연신률에 따른 센서의 표면과 인쇄회로용 

기  표면의 변형률 (--: 시뮬 이션 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s of measured surface strain of 

the sensor and the PCB versus the elongation of 

the specimen (dash: simulation results)

특성을 측정하 다. 압축 하 을 인가하는 경우, 실험 시편

에 방향성이 불규칙한 좌굴(buckling)이 발생하여 인장 하

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 다.

5.1 스트 인 게이지를 이용한 실험

스트 인 게이지(N11-FA-1-350-11, Showa)와 스트 인 

앰  (AM310, Cozy)를 이용하여 인장 시험기로 인장 하

을 인가하 을 때, 시편의 변형을 찰하 다. 스트 인 앰

를 이용하여 1 V의 릿지 정 압을 인가하 고, 1000 배

의 증폭률이 되도록 설정하여 2 mV/με의 감도를 갖도록 하

으며, 그림 7과 같이 두 개의 스트 인 게이지를 각각 센

서의 표면과 인쇄회로용 기 의 표면에 부착하여 각각의 변

형률을 측정하 다. 그림 8은 시편의 연신률을 0 %에서 

0.21 %까지 0.03 % 씩 증가시키면서 인가하 을 때, 두 개

의 스트 인 게이지로 측정된 센서의 상부 표면과 인쇄회로

용 기 의 하부 표면에서의 변형률이다. 시편에 인장력을 

인가하 을 때, 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쇄회로용 기 은 

인장 변형이 발생하고 표면탄성  변형률 센서의 표면에서

는 압축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쇄회로용 

기 의 연신률이 0.21 %일 때, 변형률 센서 표면과 인쇄회

로용 기  표면의 변형률은 각각 –713 με과 2304 με으로 

측정되었다. 시편의 연신률에 따른 변형률 센서 표면과 인

쇄회로용 기  표면의 변형률은 선형 인 계를 보이며 그 

기울기는 각각 –3400 με/%과 11066 με/%이다. 측정 결과

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면, 측정된 변형률은 모두 시편의 인

장 연신률에 비례하며, 측정 결과와 해석 결과의 차이는 센

서 표면의 경우 4%이며, 인쇄회로용 기  표면의 경우 7%

이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경우에는 스트 인 게이지가 포

함되지 않았으며, 인쇄회로용 기 과 압  기  사이의 착

제 층, 그리고 압  기 과 인쇄회로용 기 에 스트 인 게

이지를 부착하기 한 착제 층도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림 4(b)에 나타나 있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센서 표면의 변형률의 크기가 센서 

내의 치에 따라 다르고, 인쇄회로용 기 의 변형률도 치

에 따라 다름을 해석 결과에서 확인하 다. 즉, 측정값은 스

트 인 게이지 표면에 분포된 변형률의 평균값이며, 해석에

서 얻은 변형률은 평균값이 아닌 최 값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 인장 시험기를 이용한 실험 , 

시편과 인장기에 연결된 지그 사이에서 발생한 슬립 (slip) 

상으로 인해 변형률 측정값이 미세하게 어드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시편의 연신률이 커질수록 슬립 상이 증

가하기 때문에 연신률이 증가할수록 측정 결과와 해석 결과

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 표면탄성  센서의 특성 분석

5.1 의 실험에서 센서 표면의 변형률이 작은 역에서는 

탄성변형이 발생함을 확인하 으며, 이를 통해 식 (6)과 같

이 심주 수를 변형률의 함수로 표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장 시험기로 시편에 인장 하 을 가하면서 표면

탄성  변형률 센서의 특성을 분석하 다. 센서에 따라 다

소 차이는 있으나 시편의 연신률이 0.21 % 보다 높게 인가

되면 변형률 센서가 괴되었다. 특성 분석을 하여 시편

의 연신률을 0 %에서 0.21 %까지 0.03 % 씩 증가시키면서 

인장력을 인가하 고, 네트워크분석기로 S21의 주 수 응답 

특성을 측정하 다.  

그림 9는 시편의 연신률에 따른 변형률 센서의 S21 주

수 응답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신률이 증가하면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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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편의 연신률에 따른 센서의 S21 주 수 응답

Fig. 9 S21 frequency reponses of the sensor for various 

elongations of the specimen

그림 10 압 기  표면의 변형률에 따른 센서의 심주

수 변화

Fig. 10 Frequency shifts of the sensor depending on the 

surface strain of the piezoelectric substrate

자 구조 압 기 표면탄성  종류 심주 수 감도

T. Nomura
et al. [11]

Reflective delay 
line

36° YX LiTaO3 SH SAW 30 MHz 25 Hz/με

V.V Varadan
et al. [16]

Reflective delay 
line

YZ LiNbO3 Leaky SAW 915 MHz 1.1×10
-3 

deg/με

This paper Delay line 128° YX LiNbO3 Rayleigh SAW 250 MHz 134 Hz/με

표   1  변형률 센서의 특성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developed SAW strain sensor and other SAW strain sensors

센서의 심주 수도 증가한다. 이는 시편에 인장 하 이 

인가되면 압  기 의 표면에 압축 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센서의 IDT 핑거 피치가 감소하고 도가 변화하므로, 

식 (5)와 (6)으로 심주 수 증가가 설명된다. 그림 10은 

실험을 통해 얻은 시편의 연신률과 압  기  표면의 변형

률 계를 이용하여 센서의 변형률에 따른 센서의 심주

수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5회 반복하여 시험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센서 표면의 압축 변형률이 713 με

일 때, 105 kHz의 심주 수 증가가 찰되었으며, -134 

Hz/με의 우수한 감도와 R2이 약 0.96으로 좋은 선형성을 보

여 다. 주 수 응답 특성 실험시, 네트워크분석기의 안정성

의 한계로 심주 수 변동량이 수 kHz 정도인 것을 찰

하 다. 센서의 감도로 환산하면, 이 심 주 수 변동은 수

십 με의 변형률에 해당한다. 안정도가 높은 네트워크 분석

기를 사용하고 반복정 도가 높은 인장시험기를 사용하면 

더 높은 선형성을 갖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표 2는 이미 보고된 표면탄성  변형률 센서와 

본 논문의 변형률 센서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 으

로 표면탄성 를 사용하는 센서의 경우, 센서의 감도는 심

주 수에 비례하게 되며, 단일 방향의 입자 움직임을 갖는 

SH 가 일리 보다 변형력에 민감하다[13].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사용된 변형률 센서는 일리 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T. Nomura가 보고한 변형률 센서보다 

높은 감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심주 수가 높기 때문

이다. , Leaky 표면탄성 에 비하여 일리 는 표면에 

에 지가 집 되어 되기 때문에 센서의 감도가 주로 표

면의 변형률에 의해 결정되는 장 이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리  기반의 공진기 구조의 표면탄성

 소자를 사용하여 고감도 변형 센서를 개발하 다.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해 제작된 센서의 동작 특성을 상  계

산하 으며, 상용화된 스트 인 게이지를 사용한 실험을 통

해 검증하 다. 실험결과 시편에 인장 하 을 인가하면 압

 기 의 표면에 압축 변형이 발생하여 IDT 핑거 피치와 

도의 변화로 심주 수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

작된 변형 센서는 134 Hz/με 의 고감도와 높은 선형성을 보

여주었다. 표면탄성  기반의 변형 센서는 심주 수에 따

라 변형에 한 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높은 심주

수를 사용하게 되면 더 좋은 감도의 센서를 구 할 수 있을 

것이라 상되며, 실험 장비를 개선하여 인장 변형 외에 압

축 변형에 한 실험을 진행할 정이다. 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One-port 지연선 공진기 구조를 이용해 무선 통신

용 고감도 변형 센서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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