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38, No. 5, pp. 567~573, 2014 567

기호설명 - -

  파수: 

  : 열두 개의 압전 세라믹군을 이용한 구동

 : 세 개의 압전 세라믹을 이용한 상구동3

 : 네 개의 압전 세라믹을 이용한 상구동2

 파장 : (m)

 에 대한 의 위상차각 : PZT1 PZT2 ()

   압전체의 두께 : (m)

 탄성체의 두께 : (m)

 탄성체의 총길이 : (m)

 압전체의 길이 : (m)

   과 의 진폭: PZT1 PZT2  (m)

  a  두 압전체 중심간의 거리 : (m)

  a’ 두 압전체 끝점간의 거리 :  (m)

   구동 주파수 :  (Hz)

    및 방향으로 발생되는 변위: x z 

   매질 입자의 회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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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 의학 분야, 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미세 유체 이송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MEMS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펌프와는 다른 두 개의 분리된 압전 판을 이용해 위장의 연동 운동을 모방한 마, 

이크로 압전 펌프를 제안한다 본 펌프는 진행파를 이용해 연동 운동을 일으켜 작동된다 특히 압전판. . , 

에서 인가된 입력 전압에 의해 발생된 변위에 의해 동작된다 이에 두 판 사이에서 진행파가 일어나며 . 

유체는 진행파에 의해 생성된 압력차에 의해 이동된다 압전 소자 탄성체 유체가 복합된 시스템을 이. , , 

해하기 위해서 유한 요소 해석을 사용하였다 챔버의 높이 세라믹 개수 등의 설계 변수들을 변화시켜 . , 

유체의 유량을 확인하였다.

Abstract: Since the development of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 technology for the medical field, 

various micro fluid transfer systems have been studied. This paper proposes a micro piezoelectric pump that – –
imitates a stomach's peristalsis by using two separate piezoelectric elements, in contrast to existing 

micro-pumps. This piezoelectric pump is operated by using the valve-less traveling wave of peristalsis 

movement. If the piezoelectric plates at the two separated plates are actuated at the input voltage, a traveling 

wave occurs between the two plates. Then, the fluid migrates by the pressure difference generated by the 

traveling wave.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mechanics of the combined system 

with piezoelectric elements, elastic structures, and fluids. The effects of design variables such as the chamber 

height and number of ceramics on the flow rate of the fluid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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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의료 고분자 화학 분야에 적용되는 ,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이크로 유체 이송MEMS 

시스템 연구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마. 

이크로 유체 이송시스템의 핵심요소인 마이크로 

펌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정량의 미세 유체와 더

불어 기체화된 연료의 공급 및 시료의 분석 전, 

달 등을 제어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모터구동 . 

펌프의 경우 소형화 소비 전력 등의 한계로 인, 

하여 성능 및 크기의 제약을 가진다 이에 주변 . 

환경에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고 마이크로 단위, 

의 소형화가 가능하며 빠른 반응성 및 전력 소, 

모가 적은 장점을 가진 압전 펌프의 활용분야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야에 적용되는 압. 

전 구동 방식은 압전소자에 전계를 가하면 기계

적인 변위를 발생시키는 역압전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탄성체와 압전체의 결합방식에 따라 유, 

니모프 바이모프 적층형 등이 있다, ,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체크 밸브식의 압전펌프

는 유체의 역류현상을 능동 밸브를 사용하여 차

단한다.(1~3) 이는 챔버와 챔버 사이에서 액츄에이 

터의 동작에 따라 압력이 변화하여 반복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방식에서 채택되고 있지만 유체, 

의 흐름 반복 동작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피, 

로 및 마모로 인해 펌프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

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으로 체크밸브 제거식 마이크로 펌프(Valveless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Micro Pump) .(4~8)

기존에 연구된 방식들은 체크 밸브를 제거하기  

위하여 형상이 다소 복잡하고 차원적인 단순 반1

복 동작으로 유체 이송을 구현한다 그러한 이유. 

로 펌프 자체가 하나의 모듈로써 존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속적인 유체 이송에 문제가 따른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밸브리스 마이. 

크로 압전 펌프는 일반적으로 진행파를 이용하여 

로터를 회전시켜 동작하는 전동기의 원리를 적용

하였다.(9) 진행파의 동작 원리는 압전체에 사인파 

와 코사인파를 인가해 시간적 공간적 위상차가 , 

도 다른 두 정재파를 합성해 진행파를 생성시90

켜 유체를 이동케 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 . Fig. 1

같이 관내부 탄성체의 굴곡면이 상하대칭으로 이

루어져 여기서 발생되는 , 180 위상차의 진행파 

로 인한 챔버의 수축 및 확장이 이루어진다 즉. , 

위장의 연동운동의 모방을 통해 체크 밸브와 같

Fig. 1 The concept of the piezoelectirc pump

은 추가적 장치를 배제하면서 유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압전 펌프이다 이러. 

한 체크 밸브가 없는 방식은 역류 현상을 제거하

기가 상당히 난해하므로 다물리 해석 및 성능 예

측이 필수이다 마이크로 펌프의 유체 유동 해. 석

에는 압전소자의 진동 해석 및 CFD(Computational 

와 구조해석이 fluid dynamics) 이루어져야 한다 이. 

러한 해석을 위해 고체 전기 유체의 연성해석이 - -

가능한 COMSOL Multi-physics를 사용하였으며 펌프 

의 성능에 해당되는 인자들을 변화시켜 작동 성

능을 해석하였다.  

마이크로펌프의 동작이론2. (10)

본 마이크로 펌프의 동작은 압전의 진행파 여

진 방법과 그 조건에 관한 식에 따라 공간적으로 

파장 만큼 위상차를 가지는 네 개의 압전체에 /4

전극 인가 방향을 조건식에 따라서 배치시킨다. 

이후 세라믹 진동자의 시간적으로 주기 의 위상/4

차가 나는 교류전압을 인가하면 두 정재파의 합

성파인 진행파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진행파에 . 

의해 생성되는 굴곡면에 180 대칭되는 진행파 

를 서로 마주보게 하면 계면 사이에 존재하는 마

이크로 챔버가 진행하게 되고 유체 이송에 적용

할 수 있다 직선 진동체에서는 반무한매체에서. 

의 레일리 파 및 무한 평면에서의 램(Rayleigh)

파의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 자유 경계면에(Lamb)

서 매질의 움직임이 와 같다 매질 입자가 Fig. 2 .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축 방향으로 파동x

이 전달되는 변위 타원 운동의 전형적인 동작이

다 또한 주파수가 낮은 영역에서의 평판 굴곡 . 

운동은 진동 및 진폭이 큰 것이 특징이며 이는 

과 같은 변위타원운동이 형성됨을 알 수 있Fig. 3

다 수식적으로는 . 

             sin             (1)

       


 co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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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3)

가 되어 와 같은 타원 운동이 형성된다 위Fig. 4 . 

의 수식으로 알 수 있듯이 타원 운동 형성의 기

본 식은 식 로 표현되며 이는 진행파형 파동(1) , 

으로 형성된다 다음은 위 수식을 바탕으로 하여 . 

본 논문에 적용된 정재파의 합성이 진행파가 되

는 과정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임의의 자. 

유평면에 을 탄성체에 접착시키면 아래의 PZT1

수식에 따라 의 위치 값이 결정된다 각 압PZT2 . 

전체와 탄성체는 완전 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

으며 유기되는 굴곡 진동파는

             (4)  

          
  

        (5)

이고 여기서 만큼 후에 만들어진 위상차각을, a

             ,           (6)

으로 놓으면 식 는 식 로 정리되며(5) (7)

        (7)

이 된다 에서 여진되는 굴곡파는 식 . PZT1, 2 (4)

와 식 의 합이며 그 합성 굴곡파 가운데 진행(7) , 

파만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

   , 은 짝수    ± ±⋯

         , 은 홀수 ± ±⋯   (8)

   ∴     ,     (9)

  

      ≠,    (10)

으로 설정하면 식 와 식 의 합성식은 식(4) (7)  

(11)로 표현되어진다.
 



 sinsin

 (11) 

두 압전체에 가해지는 전압의 크기는 같으므로, 

즉 가 식 에 적용된다A=B (12) . 
                

              (12)

이러한 진행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라믹의 

배치 및 극성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에서와 같이 사용하는 압전의 개수Fig. 5 , 

파장의 길이 압전체의 길이 압전체와 압전체 사, , 

이의 거리 등을 설정하고 과 같이 서로 , Fig. 6 90

도 위상차를 가진 사인 코사인 의 구(Sine), (Cosine)

동 여진으로 생성된다 에서 . Fig. 6 ( 부호의 여)

진은 압전체의 극성을 반전시켜 탄성체에 접착함

으로써 구현된다. 

이런 형식은 두 개의 정재파를 여진하기 위해 

Fig. 2 The elliptical motion of displacement due to 
surface wave

Fig. 3 The bending motion of the plate at the low 
frequency range

Fig. 4 The elliptic motion and displacement of the  
flexural traveling wave

Fig. 5 The design parameters of piezo devices



나영민 이현석 박종규 570

Fig. 6 The input waveform of piezoelectric plates

두 개의 진동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이 

이하로 높지 않지만 위상차와 유체의 출입50%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크로펌프의 다물리 모델3.  

제안된 마이크로펌프는 부드러운 진행파의 형

성 및 위장의 연동운동 형태로 설계를 하였다. 

또한 다물리 모델로서 압전체와 탄성체의 변형이 

유체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압전체에 교류전압을 , 

인가하게 되면 분극 방향에 따라 인장 및 수축 

변형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 이에 탄성체 굴곡. 

면에서 생성된 진행파가 챔버의 볼륨량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면 유체의 위치 및 속도변화에 의

한 편향유동이 형성된다 즉 교류전압의 진폭이 . , 

압전의 변형률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탄성체, 

의 변형이 챔버 안 유속의 변화에 영향을 줌으로

써 결과적으로 챔버의 부피 및 유량의 변화율의 ,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은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Fig. 7 COMSOL 

를 사용한 연계 해석 절차를 나타내Multi-physics

고 있다.(11) 먼저 압전체에서 발생된 압전 변위량 

을 탄성체와 유체에 커플링 하였다 이는 구조물. 

의 변위에 따른 속도 변화 값을 관내 유체의 속

도와 상호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각 모듈

은 유체와 구조물간의 경계면에서 운동량을 주고

받게 된다 또한 시간에 따른 해석을 진행하여 . 

매 시간 간격으로 해가 수렴 될 때까지 반복 계

산하는 동안 압전체에서의 물리적 해를 도출하, 

여 탄성체와 유체로 전달한 후 최종적인 유체의 

유량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유체와 구조물간의 . 

경계면은 으로 설정하여 압전체에서 발생no-slip

된 진행파에 의한 속도에 의해서만 유체가 이동 

되게 하였다 은 해석에 사용된 압전 소자 . Table 1

의 물성치를 나타내고 유체는 물 탄성체는 PZT-4 , ,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본 해석을 수행한 워크 . 

스테이션의 메모리 사양은 이며 해석 시 사48GB

Fig. 7 The interaction of the multi-physical phenomenon

Fig. 8 The analysis models

Fig. 9 The traveling wave-shaped motion 

Fig. 10 The flow direction of fluid

용된 메모리는 평균 이다 해석 시 적용된 격1GB . 

자는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개수는 Mapped-mesh 

개에서 시작하여 개 까지 적용 하였10,000 30,000

다 해석을 수행한 결과 격자 개수가 개와 . , 16,200

개의 유량 값을 비교 하였을 시 상대오차30,000

가 로 해석 결과 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0.017%

않아 개를 격자 16,200 개수로 선정하였으며 격자 

최대 크기는 0.0583 , 최소 크기는  0.00017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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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y Value

PZT-4

Density
[]

7,500 

Elastic stiffness

[]

 ×


 ×


 ×


 ×


 ×


 ×


Piezo
electric constants

[]

 

 

 

Permittivity 
constants
[]

 ×


 ×


Aluminum

Density
[]

2,700 

Young’s modulus
[]

70

Poisson’s ratio 0.33

Chamber 
(water)

Density
[]

997.0479 

Speed of sound
[]

1,480 (@ 25℃)

Table 1 The properties of materials

다. 은 자유 평면에서 압전 소자를 이용해  Fig. 8

진행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 방식 세가지 

해석 모델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와 . Fig. 9 Fig. 10

은 진행파에 의한 탄성체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유체의 유동방향을 시간에 따라 좌측 상단 ( 1~4) 

나타내었다.    

4. 다물리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는 진행파 여진 조건식에 따른 압전 마Table 2

이크로 펌프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압전에 인가. 

하는 전원의 각 주파수는 160 구동전압은 , sin , 
cos 두 정재파를 각각  100의 진폭으로 적용하였

고 챔버의 입출구의 경우 양방향성을 가진 대기 , 

상태로 가정하고 1을 초기압력으로 가정하였

다 또한 설계 변수는 각 압전체 바닥면을 고정. , 

비고정으로 나누고 구동방식에 따라 상2 ( 상), 3

( 상 그룹 구동), 2 ( 을 적용시키는 실험조건을 )

설정하여 그에 따른 유량 및 압력특성을 살펴보

았다 그리고 압전체가 인장과 수축을 반복할 때. , 

최대 거리를 탄성체의 정지 상태와 계산하여 최

대 변위의 평균을 구하였다.  

Table 2 The dimensions of materials   

 

Fig. 11 The flow rate of the fixed-system

Fig. 12 The flow rate of the unfixed-system

은 각 압전체의 바닥면을 고정한 후 가Fig. 11 3

지 형상과 챔버 높이변화에 따른 유량특성을 나

타낸다 상의 경우 최대변위의 평균은 . 2 8.32이

며 챔버의 높이가 , 0.1에서 최대 227min의 

유량을 나타내었으며 상의 경우 최대변위의 평, 3

균은 8.96이며 챔버의 크기가 , 0.1에서 최

대 267min의 유량을 나타내었다 상 그룹의 . 2

경우 최대변위의 평균은 3.4이며 챔버의 크기, 

가 0.1에서 148min의 유량을 나타내었다. 

최대유량의 경우 상 그룹의 3 0.1의 경우가 가

장 우수한 유량 특성을 보였고 지속적인 유량의 , 

경우 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량특성을 보인2

다. 

는 각 압전체의 바닥면을 비고정한 후 Fig. 12 3

가지 형상과 챔버 높이변화에 따른 유량특성을 

나타낸다 상의 경우 최대변위의 평균은 . 2 8.03  

이며 챔버의 크기가 ,  0 . 1에서 최대 139

 Width
[]

Length
[]

Height
[]

PZT-4 10 3.14 2

Chamber 10 25 0.1~1.3

Alumi-
num

10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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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pressur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height of the chamber

min의 유량을 나타내었으며 상의 경우 최대, 3

변위의 평균은 5.1이며 챔버의 크기가 , 0.1

에서 최대 77.4min의 유량을 나타내었다 상 . 2

그룹의 경우  최대변위의 평균은 3.97이며 챔, 

버의 크기가 1에서 4.26min의 유량을 보였

다 최대유량의 경우 상 구동의 . 2 0.1의 경우

가 가장 우수한 유량 특성을 보였고 지속적인 , 

유량의 경우 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량특성3

을 보인다. 

은 가지 형상에 따른 배압과 챔버 높이Fig. 13 3

변화의 유량특성을 나타낸다 상 경우 . 2 0.1에

서 최대 상의 경우 챔버의 크기가 6.13Pa, 3

에서 의 압력을 나타내었으며 상 0.1mm 7.75Pa , 2

그룹의 경우 에서 의 최대 압력을 보0.1mm 8.5Pa

였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유체 이송시스템의 핵

심요소인 마이크로 펌프의 정량의 미세 유체 및 

기체의 전달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고 다물리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마이크로 압전펌프의 활용 및 

응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압전체를 고정하지 않, 

았을 조건보다 압전체 바닥을 고정 하였을 때의 

유량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는 압전 소자의 상. 

단을 고정함으로써 변위량 대부분이 유동관의 수

직한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는 반면에 비 고정, 

식의 경우 변위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유량이 줄

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단 고정방식. 

에서 상 상의 경우 평균 변위량은 유사하였으2 , 3

나 배압에서의 차이로 인해 유량차이가 나타났

다 또한 유동관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토출 압력. 

이 낮아져 유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제작비용 및 유량을 감안하였을 때에 구동 방

식이 상이면서 챔버의 높이가 2 0.1인 압전 펌

프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실 

험 환경을 구축하고 챔버의 크기변화에 따른 유

량 측정한다 그리고 실제 모델에 성능 인자를 .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압전 펌프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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