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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netoelectric (ME) composite is composed of a piezoelectric material and a magnetostrictive material. Among 

various ME structures, 2-2 type layered ME composites are anticipated to be used as high-sensitivity magnetic field sensors and 

energy harvesting devices especially operating at its resonance modes. Rosen type piezoelectric transducer using piezoelectric 

material is known to amplify a small electrical input voltage to a large electrical output voltage. The output voltage of these 

Rosen type piezoelectric transducers can be further enhanced by modifying them into ME composite structures. Herein, we 

fabricated Rosen type ME composites by sandwiching Rosen type PMN-PZT single crystal between two Ni layers and studied 

their ME coupling. However, the voltage step-up ratio at the resonance frequency was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value 

calculated with αME value. The ATILA FEA (Finite Elements Analysis)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osition of the nodal 

point was changed with the presence of a magnetostrictive layer. Thus, while designing a Rosen type ME composite with high 

performance in a resonant driving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position of the nodal point by optimizing the thickness 

or length of the magnetostrictiv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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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왜 재료와 압전 재료의 계면 결합 현상을 이용하는 자

기-전기(MagnetoElectric, ME) 복합체는 자기장을 인가

했을 때, 자왜 금속이 가지는 자왜(magnetostrictive) 특

성에 의해 자왜 금속에서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 변형으

로 인해 계면 결합되어 있는 압전 재료가 응력을 받으면서 

정압전 효과에 의해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한다 [1-4]. ME 

복합체는 자왜 재료와 압전 재료의 형상과 상호 결합 구조

에 따라 층상구조(2-2 구조), 입자분산형(0-3 구조), 섬유

형(1-3 구조) 등 다양한 구조로 제작될 수 있다 [5].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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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조의 층상형 ME 복합체는 일반적으로 강한 탄성과 

결합력을 가지는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자왜 금속와 

압전 재료를 계면 결합시킨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복

합체 구조에 비해 제작하기 쉽고, 자기-전기 결합 특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6].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2-2 구조 층

상형 ME 복합체는 특별한 전압 증폭 기구의 적용 없이 단

순 판형 적층체의 횡방향 공진 모드나 굴곡 변형 모드를 이

용하여 자기장 입력에 따른 전기적인 출력 신호를 발생시

키고, 이 신호를 이용한 고감도 자기장 센서, 에너지 하베

스팅 소자로 활용되고 있다 [7,8]. 센서나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의 경우 출력신호의 크기가 클수록 활용 가능성은 더

욱 커진다. 따라서 공진모드에서 전기적인 출력 신호를 더

욱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ME 복합체 구조의 성

공적인 연구 개발 시 ME 복합체의 활용범위는 더욱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압전 소재를 이용한 Rosen형 압전 변압기는 작은 입력 

전압을 고전압으로 승압하는 소자로서, 디스플레이의 형

광램프 구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9]. 

일반적인 Rosen형 압전 변압기는 그림 1(a)와 같이 판

형의 압전 세라믹 내에 31 모드와 33 모드 두 방향으로 분

극이 형성되어 있다. 입력 전기신호를 소자에 인가하면, 31 

모드로 분극이 형성된 압전 세라믹이 변형을 발생하고, 이 

변형으로 인해 33 모드로 분극이 형성된 부분에서 변형이 

증폭되면서 승압된 출력전압이 발생한다 [10,11]. 이러한 

Rosen형 압전 변압기는 구동 원리에 의해 공진 모드일 경

우에 그 효과가 유의미해진다. Rosen형 압전 변압기의 원

리를 이용한 ME 복합체는 같은 원리로 전기적인 출력 신

호를 증폭시킬 수 있지만, 기존의 전기적인 입력에 의한 공

진 변형이 아닌 자기장 변화에 따른 자왜 변형을 이용하여 

공진 구동을 시키게 된다. 즉 그림 1(b)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자기장을 이용한 Rosen형 ME 복합체는 횡방향 31 모

드로 분극이 형성된 압전 세라믹 부분에 자왜 금속을 접착

하고, 이 상태에서 복합체의 공진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

를 가지는 자기장을 인가하게 되면 자왜 금속의 변형으로 

인해 압전 세라믹에서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 변형으로 

인해 33 모드로 분극이 형성된 부분으로의 변형이 증폭되

면서 압전효과에 의한 전기적 출력이 증폭되는 원리를 이

용하게 된다 [12].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면 기존의 단순 2-

2 판상형 ME 구조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한 출력 전기신호

를 낼 수 있는 ME 복합체의 제조가 가능할 것이다.  

압전 단결정은 세라믹에 비해 우수한 압전상수(dij, gij), 

전기기계결합계수(electro-mechanical coupling factor, 

kij), 유전상수를 가지고 있다 [13,14]. 따라서 세라믹이 아

닌 압전 단결정을 이용해서 ME 복합체를 제작하게 되면, 

압전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ME 복합체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한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얻을 수 있다 [15,16]. 본 연

구에서는 압전 단결정의 우수한 전기 기계적 특성을 활용

하여 Rosen형 압전 변압기의 원리를 적용한 층상 구조의 

ME 복합체를 제작하고 특성을 평가하였다. 

Rosen형 ME 복합체 제작을 위해서 자왜 금속으로는 5 

mm ˟  11 mm ˟ 0.25 mm 크기의 Ni (99.5%, Alfa Aesar, 

USA), 압전재료로는 5 mm ˟ 22 mm ˟ 0.5 mm 크기의 

PMN-PZT (CSM1, Ceracomp, Korea) 단결정을 이용하

였다. Ni과 PMN-PZT 단결정의 계면 결합을 위하여 점도

가 낮고, 탄성계수(Young’s modulus)가 높은 특성을 가

지는 에폭시 접착제(Duralco 4461, Cotronics, USA)를 

사용하였다 [6].  

압전 단결정을 분극한 후 그림 2와 같은 구조로 Ni 자왜 

금속에 접착하였다. 단결정의 총 길이 22 mm 중 11 mm

는 [001] 방향(두께 방향)으로 전극을 형성하고, 1 kV/mm

로 10분 동안 상온에서 전기장을 인가하여 횡방향 31 모드

가 되도록 분극하였다. 분극이 형성되지 않은 11 mm를 

[010] 방향(길이 방향)으로 전극을 형성한 후 종방향 33 모

드가 되도록 분극을 진행했다. 이때, 31 모드로 분극된 단

결정 부분이 후속 33 모드 분극 시 받을 수 있는 전기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1 모드로 분극된 부분의 전극 

 

Fig. 1. Schematics of (a) typical Rosen type piezoelectric transducer structure and (b) ME composite with Rosen type piezoelectric transducer

structure. 



 

 

 

482 J. Korean Inst. Electr. Electron. Mater. Eng., Vol. 34, No. 6, pp. 480-486, November 2021: Park et al. 

 

 
 

들은 Cu tape을 이용해 단락시킨 뒤, 단락된 두 전극과 압

전 단결정판의 분극이 되지 않은 11 mm 길이 방향에 전기

장을 1 kV/mm로 인가하여 33 모드로 부분적 분극을 진

행했다. 분극이 된 압전 단결정은 그림 2와 같이 두 가지 

조건으로 자왜 금속을 접착하고 복합체의 전기적인 특성

과 ME 결합 특성을 평가하였다. 첫 번째[그림 2(a), 이하 

31-Ni 샘플]는 자기장을 시편의 길이 방향으로 인가했을 

때, 자왜 특성으로 인해 자왜 금속이 변형하게 되면 압전 

단결정이 31 모드로 변형하게 되고, 이 변형이 33 모드로 

분극이 형성된 단결정 부분의 변형을 일으키면서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킨다. 두 번째[그림 2(b), 이하 33-Ni 샘플]

는 자기장을 시편의 길이 방향으로 인가했을 때, 자왜 금속

의 변형에 의해 압전 단결정이 33 모드로 변형하면서 전기

적 신호를 발생시킨다. 두 방법으로 자왜 금속과 압전 단결

정을 접착한 뒤, impedance analyzer (E4990A, 

Keysight, USA)를 이용해서 복합체의 공진주파수를 측정

하였다. 

ME 결합 특성은 그림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Helmholtz 

coil (M125-1AH, MMS Tech CO, Korea)과 전자석

(KRTech, Korea)을 이용해서 DC 자기장과 AC 자기장이 

동시에 인가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

하여 ME 결합 특성을 평가하였다. Lock-in 증폭기

(SR865A, Stanford Research Systems, USA)를 이용

해서 AC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면, 고속 Bipolar 증폭기 

(HSA4011, NF, Japan)에서 AC 전류를 증폭시키고, 이 증

폭된 전류는 Helmholtz coil에 전달되면서 샘플에 AC 자 

 

Fig. 2. Schematics of Rosen type piezoelectric transducers with Ni plates attached (a) on the surface having 31 mode polarization (31-Ni) and

(b) on the surface having 33 mode polarization (33-Ni). 

 
 

 

Fig. 3. Measurement set-up for M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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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인가한다. 직류 전원 공급기에서 발생된 전류는 전

자석으로 전달되면서 샘플에 DC 자기장을 인가한다 [17]. 

비공진 상태의 ME 결합 특성 평가를 위해서 DC 자기장(-

600~600 Oe)과 AC 자기장(1 kHz, 1 Oe)을 ME 복합체에 

동시에 인가해서 ME 결합 특성 값을 측정했다. 비공진 상

태의 ME 특성을 평가한 후 공진 상태의 ME 특성에 대한 

증폭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50~300 kHz 범위의 주파수에

서 전기적 출력 값을 측정했다. 

제작된 Rosen형 압전 변압기의 특성을 그림 4와 같이 

31 모드로 분극이 형성된 V1과 33 모드로 분극이 형성된 

V2로 나눠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Va1은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 자왜 금속이 변형하면 압전 단결정이 응력을 받으면서 

31 모드 특성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는 Rosen

형 압전 변압기의 증폭원리가 아닌 일반적인 판상형 ME 

복합체의 ME 결합 특성이다. 그림 4(a)와 같이 31 모드로 

분극된 압전 단결정에 결합되어 있는 자왜 금속을 단락시

킨 뒤 33 모드로 분극된 압전 단결정에서의 자기장에 따른 

발생전압을 측정하면, Rosen형 압전 변압기의 증폭원리

에 의해 증폭된 Va2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4(b)는 자기장

을 인가했을 때 33 모드로 분극된 부분에서 변형이 발생하

게 되면서 전기적 특성(Vb2)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또한 

Rosen형 압전 변압기의 증폭원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5는 제작된 Rosen형 압전 변압기 구조를 적용한 

ME 복합체의 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31-Ni 샘플의 비공

진 상태에서의 ME 결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1 kHz의 자

기장을 인가하여 ME 결합 특성(자기-전기 결합 전압 계수, 

ME voltage coefficient, α��)을 측정하였고, 인가한 자

기장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ME 결합 특성을 측정하였다. 

비공진 상태에서의 Va1에 대한 ME 결합 특성을 평가하

기 위해 샘플의 길이 방향으로 DC 자기장(Hdc)을 -600~600 

Oe 크기로 변화시켰으며, AC 자기장은 1 kHz, 1 Oe로 인

가하였다. 공진 상태의 Va1과 Va2에 대한 ME 특성 값, αME

를 평가하기 위해 50~200 kHz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 비공

진 상태에서 ME 특성 값이 최대가 되는 바이어스 자기장

(bias magnetic field)인 101 Oe가 인가된 상태에서 측정

하였다. 비공진 상태에서의 Va1에 대한 αME 특성[그림 5(a)]은 

Fig. 4. Schematics of Rosen type piezoelectric transducers (V1 = Output properties from the polarized area with 31 mode, V2 = Output properties 

from the polarized area with 33 mode). (a) 31-Ni, Ni plate attached on the surface having 31 mode polarized and (b) 33-Ni, Ni plate attached 

on the surface having 33 mode polarized. 

 
 

 

Fig. 5. ME voltage coefficient, αME for 31-Ni ME composite, (a) off-resonance magnetoelectric voltage coefficient, αME, of Rosen type 

piezoelectric transducer under an Hac of 1 Oe at 1 kHz, (b) frequency dependency of αME, from Va1 at 0 Oe, and (c) frequency dependency of 

αME, from Va2 at 101 Oe bia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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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판상형 구조를 가지는 ME 복합체의 ME 결합 특

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1 Oe의 바이어스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 αME 값이 396 mV/cm∙Oe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공진 상태에서의 Va1에 대한 ME 특성[그

림 5(b)]은 주파수가 64 kHz일 때 1.7 V/cm∙Oe, 158 

kHz일 때 3.7 V/cm∙Oe로 두 번째 공진 상태에서 2배 이

상 더 높은 출력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진 시 높은 α

ME 값이 얻어지는 것은 판상형 구조의 ME 복합체에서 보

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약 5배 이상의 높

은 αME 특성이 공진 상태에서 얻어졌다. 공진 상태에서 압

전 변압기의 원리에 의해 증폭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Va2

에 대한 αME 특성[그림 5(c)]은 동일한 조건에서 145.85 

kHz에서 4.52 V/cm∙Oe로 가장 높은 특성 값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측정된 결과에서 기본적인 노이즈성의 α

ME 값이 모든 측정 주파수 대역에서 관찰되었으며, 공진 주

파수에서의 특성 값의 변화는 Va2에 대한 αME 값보다 증폭

비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상과 달리 압전 변

압기의 증폭원리가 Va2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림 6은 33-Ni 샘플의 ME 결합 특성을 비공진 상태와 

주파수 변화에 따른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ME 결합 특성

은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 자왜 금속과 압전 단결정이 직접

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측정이 가능하다. Vb1

의 경우, 31 모드로 분극이 형성된 부분에 자왜 금속이 접

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 자기장에 

대한 자왜 변형이 압전 소재로 전달될 수 없으므로, Vb1에 

대한 ME 특성은 측정되지 않았다. 비공진 상태에서의 Vb2

에 대한 ME 특성[그림 6(a)]은 바이어스 자기장이 87 Oe

일 때, 특성 값이 193 mV/cm∙Oe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

다. 공진 상태에서의 ME 특성[그림 6(b)]은 50~200 kHz 

주파수 범위 내에서 바이어스 자기장을 87.6 Oe로 가했을 

때, 114.5 kHz에서 3.8 V/cm∙Oe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비공진 상태에서의 33-Ni 샘플의 αME 값이 31-Ni 샘플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원리적으로 33 모드

의 압전 상수는 31 모드에 비하여 높은 값을 가지기 때문

에 높은 αME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는 긴 길이 

방향의 분극이 상대적으로 짧은 방향의 분극보다 불안정

하였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파수 변화에 따른 αME 

값의 변화 역시 31-Ni 샘플의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측정 주파수 대역에서 노이즈성의 αME 값이 관찰되었으며, 

공진 주파수에서의 특성 값의 변화는 31-Ni 샘플에 대한 

αME 값보다도 낮은 증폭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는 33-Ni 구조의 샘플은 압전 변압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자체의 공진현상에 의해서만 ME 결합 특성이 나타

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Ni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두께 방향으로 분극된 압전판 영역은 공진현상 시 오히려 

ME 결합 특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왜 금속이 31 모드로 분극이 형성된 부분에 접착된 상

태(31-Ni 샘플)에서 공진 상태에서의 ME 특성을 비교했

을 때, Va2에 대한 ME 특성이 Va1에 대한 ME 특성보다 월

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증폭된 ME 결합 특성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ATILA 

상용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s analysis, FEA)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공진 상태에서의 진동 모드를 해석하여 

그림 7에 도시하였다. 일반적인 Rosen형 압전 변압기와 

같이 자왜 금속을 접착하지 않은 경우[그림 7(a)], 변형은 

 

Fig. 6. ME voltage coefficient, αME for 33-Ni ME composite, (a) off-resonance αME, of Rosen type piezoelectric transducer under Hac of 1 Oe

at 1 kHz and (b) frequency dependency of αME, from Vb2 at 87.6 Oe bia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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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이지만 응력이 최대가 되는 nodal point가 압전판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33 모드로 분극된 부분에서 전

압 증폭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반면, 본 연구의 31-Ni ME 

복합체와 같이 자왜 금속을 접착한 경우[그림 7(b)]에는 자

왜 금속의 질량과 부피에 의해 복합체의 nodal point의 위

치가 중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따라서 전기적인 출력 특성

이 일부 상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nodal 

point의 이동은 자왜 금속의 두께, 길이, 압전판의 전극 패

턴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 즉 nodal point의 위치를 복합체

의 분극이 교차하는 위치로 조정하면, 압전 변압기 효과에 

의해 더욱 우수한 ME 결합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공진구동 상황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Rosen형 

ME 복합체 설계시 자왜 금속의 두께 혹은 길이를 조정해서 

nodal point의 위치를 최적화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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