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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iezoelectric PMN-29PT single crystal multilayer actuators [100 mm
2
 in cross section and 22 mm in length] are designed and

fabricated by stacking square plates [10 × 10 × 0.5(t) mm
3
] of PMN-29PT single crystals having a d33 of about 1,500 pC/N. The

characteristics of PMN-29PT multilayer actuators are compared with those of P-025.40P multilayer PZT ceramic actuators [490 mm
2

in cross section and 60 mm in length] produced by PI in Germany. Even though the total volume of the PMN-29PT single crystal
multilayer actuator is only about 7.5% of that of the P-025.40P ceramic multilayer actuator, PMN-29PT single crystal multilayer
actuators are expected to show very similar properties to P-025.40P ceramic actuators in terms of static stroke and blocking force.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ir smaller mass and volum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PZT ceramic multilayer actuators, piezoelectric
PMN-29PT single crystal multilayer actuators have significant potential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various high performance
actuators for aerospace sub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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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전 재료는 압전효과
1)
를 이용한 다양한 센서와 작동

기로 활용되어 왔다. 압전 재료의 응용 초기에는 압전 재

료가 주로 센서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면, 상대적으로

최근 30년 동안에는 압전 재료를 작동기로 활용하려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2,3) 
압전 작동기는 그 작동원

리에 따라서 크게 수축-인장형 작동기,
4)

 굽힘형 작동기,
5,6)

적층형 작동기
7)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하지

만, 압전 재료 작동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원하는 작동

변위와 작동력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여, 작동 변위가

상대적으로 큰 굽힘형 작동기는 작동력이 크지 못하고,

작동력이 상대적으로 큰 적층형 작동기는 작동 변위가 작

은 단점이 있다. 압전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작동

기가 연구 개발 되어 온 것도,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주어진 압전 재료로 제작한 작동기에 높은 전압을 인

가하면, 작동 변위와 작동력을 크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전압을 가하게 되면, 압전 재료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

성이 높아서 오랜 기간 동안 작동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다. 또한, 항공우주 서브시스템과 같이, 무게 및 부피가

가능한 작아야 하는 경우에는, 작동기의 제원뿐만 아니라

고전압을 가할 수 있는 전원 공급기의 탑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고전압을 가하여 작동 변위와

작동력을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압전 재료를 이용하여, 작동 변위 또

는 작동력을 증가시키려는 시도 이외에, 근본적으로 압전

재료의 기계적, 전기적 성능을 향상하려는 활발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다.
8)

 그 중에서, 단결정 압전 재료는 작동변

위의 크기를 좌우하는 압전 변형률 상수 (piezoelectric

strain constant)의 값이 일반 다결정 압전 재료 보다 2배

이상 커서, 작동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

지만, 단결정 압전재료는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다결정 압전 재료를 기반으로 한 압전 작동기를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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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브릿지만(Bridgman) 단결정 성장

법에 비하여 단결정 제조 가격이 낮은 고상 단결정 성장

법(Solid-state single crystal growth [SSCG] method)을

이용하였다. 상대적으로 저가로 생산된 단결정 압전 세라

믹(0.71Pb(Mg1/3Nb2/3)O3-0.29PbTiO3 [PMN-29PT] single

crystal)을 판상 형태로 가공하고, 그 판상형 단결정들을

적층한 압전 작동기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다음 절들

에서는 PMN-29PT 단결정의 제작 공정을 간략하게 설명

하고, PMN-29PT 적층형 작동기의 설계, 제작 및 실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PMN-29PT 단결정

을 적용하면, 다결정 세라믹을 기반으로 한 상용 적층형

작동기와 유사한 작동 특성을 발휘하면서도 작동기의 체

적을 대폭 줄일 수 있는 PMN-29PT 단결정 적층형 작동

기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PMN-29PT 단결정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압전 PMN-29PT 단결정은 고상 단결

정 성장법(solid-state single crystal growth (SSCG) method)

을 이용하여,
9) 

(주)세라콤(www.ceracomp.com)에서 제조되었

다. Pb3O4 (99.9%, Alfa Aesar, Ward Hill, MA), MgNb2O6

(99.9%, H. C. Starck GmbH, Newton, MA)와 TiO2 (99.99%,

Ishihara, San Francisco, CA)가 원료 분말로 사용되었다. 각

원료 분말들을 PMN-29PT (0.71Pb(Mg1/3Nb2/3)O3-0.29PbTiO3)

조성으로 정량한 다음, 볼 밀링 공정을 이용하여 24 시간

동안 혼합하였고, 건조 후에 800 도에서 하소하였다. 하

소된 분말들은 과량의 PbO 분말과 같이 2차 볼 밀링 하

였고, 건조 후에 일축 가압 성형하고 소결하였다. 1차 소

결 후에 Ba(Zr0.1Ti0.9)O3 종자 단결정을 PMN-29PT 소결체

위에 두고, 고상 단결정 성장을 위한 열처리를 하였다. 고

상 단결정 성장을 위한 열처리는 휘발성이 강한 PbO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중 도가니(double crucible)내에서

실시하였다. 단결정 성장 열처리 공정 중에 Ba(Zr0.1Ti0.9)O3

종자 단결정은 PMN-29PT 다결정체 안으로 연속적으로

성장하였고, 결과적으로 30x30x10 mm
3
 크기의 PMN-29PT

단결정이 제조되었다. 고상 단결정 성장법에서는 단결정

제조 공정 중에 PMN-29PT 상의 용융(melting)이 일어나

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된 단결정 내에 조성 구배가 관찰

되지 않았으며 화학적으로 균일하였다. 제조된 단결정은

(001) 면으로 절단하였고, 절단된 (001) 단결정 판위에 Ag

페이스트를 바르고 열처리하여 전극을 형성하였다. 제조된

PMN-29PT 단결정의 유전 및 압전 특성은 IEEE 표준
10,11)
에

따라서 측정되었다. 그리고 제조된 10 × 10 × 0.5(t) mm
3

(001) 단결정 판들을 적층하는 것으로 PMN-29PT 단결정

적층형 액추에이터를 제작하였다. 고상 단결정 성장법으

로 제조된 PMN-29PT 단결정의 자세한 유전 및 압전 특

성은 참고문헌 12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적층형 작동기의 설계

단결정 PMN-29PT 층을 이용한 적층형 작동기를 설계

하기 위해서는 작동 변위(actuation displacement, 또는

stroke)와 작동력(actuation force, 보통 blocking force로 표

현)을 예측하기 위한 수식이 필요하다. Fig. 1에서와 같이,

n개의 단결정 층을 가지는 길이 L의 적층형 작동기의 작

동변위 ΔL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층간 접착층의 두께와 탄성계수는 무시한다.

단결정 한 층의 압전 변형률(piezoelectrically induced

strain, )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10) 

 

                   (1) 

여기서, d33는 단결정 두께 방향의 압전 변형률 상수

(piezoelectric strain constant), t는 각 단결정 층의 두께, V

는 각 층 두께에 인가되는 전압이다. 

단결정 PMN-29PT 층의 총 변형률(total strain, )은

기계적 변형률(mechanical strain, )과 압전 변형률( )

의 합이므로, 이를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2)

이 경우에는 기계적 하중이 가해지지 않았으므로, 기계적

변형률 이 0이고, 따라서 (2)에서 이다. 여기서

선형 변형률 가정과 식 (1)을 적용하면, 인가전압 V에 의하

여 발생하는 두께 변화량 Δt를 다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는 Δt = d33V (3)

Fig. 1에서 도시한 총 n개의 단결정 층으로 구성된 적층

형 작동기의 전체 길이 변화, 또는 작동변위 ΔL은 식(3)으

로 표현된 각 층 두께 변화의 배가 되므로, 작동 변위는 다

음 식으로 표현된다. 

                   ΔL = nd33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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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of a stack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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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방향 압전 변형률 상수 의 값을 아는 경우, 인가전

압 V에 대한 작동변위를 식 (4)로부터 구할 수 있고, 이

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n층의 적층형 작동기의 변

위를 측정하고, 식 (4)를 이용함으로써 압전 변형률 상수

d33를 구할 수 있다. 

최대 작동력은 작동기 설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설

계변수이다. 작동기는 항상 외력이 가해진 상황에서 작동

하기 때문에, 작동기는 이 외력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작동력을 발생할 수 있어야 설계된 작동변위를 발생할 수

있다. 최대 작동력은 전원이 인가된 작동기의 변위가 0인

경우 발생하는 작동기의 blocking force로 대표된다. 작동

력은 Fig. 2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동기의 한쪽을 고

정하고, 다른 한 쪽에 로드 셀(load cell)을 장착하여 변위

를 발생할 수 없게 한 상황에서 작동기에 전원을 인가하

여 작동기가 발생하는 하중을 측정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작동기가 발생하는 총 변형률이 0

이므로,

                   (5)

이고, 식 (5)에 식(4)를 대입하면, 최종적인 기계적 변형률

은 아래와 같다.

               (6)

두께 방향으로 선형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가정하고, 탄

성 계수를 E라고 하면, Fig. 2에서 작동기가 발생하는 작

동응력 (blocking stress, σ33)은 아래와 같다.

              (7)

작동력(FB)는 이 응력에 작동기의 단면적 A를 곱한 것과

같으므로, 이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되고, 그 절대값을

blocking force로 간주한다. 

              (8)

본 논문에서는, 독일 PI 사 (www.piceramic.com)에서 판

매하는 P-025.40P 적층형 작동기
4)
의 작동 변위와 작동 응

력을 근사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단결정 PMN-29PT 적층

형 작동기를 설계하였다. P-025.40P 적층형 작동기의 규

격서
4)
에 따르면, 이 작동기는 1,000 V에서 60 μm의 작동

변위와 13,000 N의 작동력을 발생한다. 적층형 작동기의

성능은 대체로 인가전압에 대해 선형적으로 비례하므로, 전

원을 100 V 인가하는 경우에는 6 μm의 작동변위와 1,300 N

의 작동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1은 P-025.40P

적층형 작동기와 본 논문에서 설계한 PMN-29PT 적층형

작동기의 주요 제원과 100 V 인가 때 두 작동기가 발생

하는 작동변위와 작동응력 및 작동력을 비교한 도표이다.

이 표에서, 작동변위, 작동응력, 작동력은 각각 식 (4), (6),

(7)로부터 계산한 것이다.

식 (4)를 이용하면, 100 V에서 P-025.40P 적층형 작동기

가 발생하는 6 μm의 작동변위를 발생하기 위한 PMN-29PT

층의 개수는 40 개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PMN-29PT 적

층형 작동기의 작동력은 식 (8)에 의하여 290 N으로 계

산된다. 이 값은 PI 사의 P-025.40P 적층형 작동기가 같

은 100 V에서 발생하는 작동력의 22%에 해당한다. 하지

만, P-025.40P 작동기의 단면적이 설계한 PMN-29PT 작동

기의 5배 보다 크므로, 작동응력은 서로 비슷한 값을 갖

는다. 따라서 40개의 10 × 10 × 0.5 (t) mm
3
 PMN-29PT 층

으로 제작된 작동기는 PI 사의 P-025.40P 작동기와 작동

변위 및 작동 응력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성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산된 작동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3.2

절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ε33

M

ε33

P

+ 0=

ε33

M

ε33

P

– nd33

V

L
---–= =

σ33 Eε33
M

End33

V

L
---–= =

FB σ33A
EA

L
-------nd33V–= =

Fig. 2. Schematics for blocking force measurement.

Table 1. Design of PMN-29PT Stack Actuator and Comparison

with P-025.40P

Data PI stack: P-025.40P PMN-29PT stack 

Number of layer 

(n)
100 40

Thickness of layer 

(t)
0.5 mm 0.5 mm

Cross sectional area

(A) 
490.625 mm

2
10 × 10 mm

2

Young’s modulus*

(E)
48.3 GPa 20.5 GPa

13)

d33 400 pm/V 1560 pm/V 

Total length

(L)** 
60 mm 22.34 mm 

Stroke @ 100 V

(ΔL) 
6 µm 6.2 µm 

Stroke/length 10 × 10
-5

31.2 × 10
−5

Blocking force @ 

100 V
1300 N 290 N

Blocking stress @ 

100 V
2.65 N/mm

2
2.90 N/mm

2

* Short circuit 경우

** 접착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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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층형 작동기의 제작

적층형 작동기의 제작을 위하여, 단결정 PMN-29PT 판

을 40개의 10 × 10 × 0.5(t) mm
3 
층으로 잘라 Fig. 3에서와

같이 적층하였다. 외부전극으로는 60 μm 두께의 구리 포

일을 잘라서 사용하였다. 각 외부 전극은 각 층을 병렬로

연결하였고, 모든 전극을 연결하여 전원을 인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Fig. 4는 각 층 사이에 삽입한 구리 전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ㄷ(디귿) 형상의 전극을 사용한

것은 각 층의 접착에 사용한 전도성 접착제(Silbest, 일본)가

전극을 포함한 각 층의 접착면을 크게 하여 접착력을 향

상하기 위함이다.

적절한 양의 접착제를 각 층 사이에 넣어 단결정 층을

적층하고, 각 층이 한 축 방향으로 잘 적층되게 하기 위

하여 미리 제작된 지그에 넣은 후, 제일 위에는 500 g의

추를 올려서 압축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각 층을 더 큰

접착력을 가지도록 적층하고, 남은 접착제를 제거할 수

있다. Fig. 5의 좌측 그림은 이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

이고, 우측은 실제 사진이다. Fig. 6은 제작이 완성된

PMN-29PT 적층형 작동기를 보여주고 있다. 각 구리 외

부전극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납땜으로 연결

하여 전원을 인가할 수 있게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정적 작동변위의 측정

Fig. 7은 직류 전압을 작동기에 인가하여 발생하는 정

적 작동변위를 측정한 실험에 사용한 장비를 보여주고 있

다. 정적 작동변위 측정에는 비접촉식 레이저 센서(LK-

G80, Keyence, 일본, resolution of 0.1 μm)를 사용하였고,

TD-2 전원 공급기(Face International, 미국)를 이용하여 작

동기에 직류 전원을 인가하였다. 인가전압은 멀티미터

(Fluke, 중국)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PMN-29PT 단결정 적층형 작동기가 발생하는 정적 작

동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7에서와 같이, 작동기가

길이 방향으로 작동할 때에, 횡 방향 운동을 방지하기 위

하여, 작동기를 무거운 chemical wood 바닥에 고정하였

다. 레이저 반사판은 작동기의 맨 위에 부착하였고, 이의

약 8 cm 위에 레이저 센서 헤드를 설치하였다. 

Table 2는 각 인가전압에 대하여 측정한 정적 작동 변

Fig. 3. Stacking of PMN-29PT layers in parallel circuit.

Fig. 4. Trimmed copper foil electrodes for the stack actuator.

Fig. 5. Stacking PMN-29PT layers in the jig for alignment.

Fig. 6. Fabricated stack actuator with 40 layers of PMN-29PT.

Fig. 7. Experimental setup for static strok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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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정리한 도표이다. 정적 작동변위가 각 인가전압에

대해 잘 재현되고, 표준편차도 적으며, 100 V에 대해 측

정된 평균 작동변위는 식 (4)로 계산하여 Table 1에 표기

한 PMN-29PT 단결정 적층형 작동기의 예측 작동변위인

6.2 μm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작동변위는 PI

사의 P-025.40P 작동기가 100 V에서 발생하는 작동변위인

6.0 μm와 근사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PMN-29PT 단결

정 적층형 작동기가 P-025.40P 작동기의 작동 변위와 유

사한 작동 변위를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음

을 알 수 있다. Table 2의 평균 정적변위를 Fig. 8에 도시

하였는데, 인가 전압과 정적 작동 변위가 선형적인 관계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동력의 예측 및 비교

앞서 언급하였듯이, 작동기의 작동력은 blocking force로

대변한다. 적층형 작동기의 작동력은 유사한 크기를 갖

는 다른 형식의 작동기가 발생하는 작동력에 비하여 크

므로, 실제로 적층형 작동기의 작동력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Fig. 2에서와 같이 인가 전압에 대하여 작동기가 작

동변위를 전혀 발생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고정 지그가 필

요하다. 예를 들면, Table 1에서, 길이 60 mm의 P-025.40P

작동기는 100 V 인가 전압에 대하여 1,300 N이 발생한다.

따라서 불과 길이 60 mm의 작동기가 발생하는 작동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그를 설계, 제작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작한 PMN-29PT 단결정 적층

형 작동기의 작동력을 직접 측정하는 대신에, 식 (9)를 이

용하여 작동력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P-025.40P

작동기의 작동력을 계산하여 Table 1 또는 PI 사의 성능

표
4)
에 제시된 작동력과 비교함으로써, 식 (8)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식 (8)과 Table 1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P-025.40P 작동기의 작동력은 1,500 N으로, PI 사가 제시

한 P-025.40P 작동기의 작동력인 1,300 N 보다 약 15%

크게 계산되었다. 즉, 식 (8)을 이용하면, 적층형 작동기

의 작동력을 상당히 근사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Table 1에서 제시된 PMN-29PT 단결정의 재료특성을 식

(8)를 대입하여 계산한 PMN-29PT 단결정 적층형 작동기

의 작동력은 290 N로서, P-025.40P 작동기의 작동력인

1,300 N의 22%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두 작동

기의 단면적이 다르므로, 두 작동기의 작동력을 단면적으

로 나눈 작동응력(blocking stress)을 비교하면, Table 1에

서와 같이, P-025.40P 작동기의 작동응력은 2.65 N/mm
2
,

PMN-29PT 단결정 작동기의 작동응력은 2.90 N/mm
2
로서,

두 작동기의 작동응력은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면적 약 490 mm
2
, 전체 길이 60 mm인

PI 사의 P-025.40P 다결정 PZT 세라믹 작동기와 유사한

작동변위와 작동응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단면적 100 mm
2
,

길이 약 22 mm인 PMN-29PT 단결정 적층형 작동기를 설

계하고, 이를 제작, 검증하였다. 이 작동기는 P-025.40P 작

Table 2. Comparison of the Measured and Estimated Strokes

Voltage

Stroke (µm)

Test 1 Test 2 Test 3 Test 4 Test 5
Average 

(STD)

Estimation

(Error %)

50 3.1 3 3.2 3.1 3.1
3.1

(0.07)

3.1

(0)

100 6.5 6.3 6.3 6.1 6.2
6.3

(0.14)

6.2

(1.6)

150 9.4 9.1 9.4 9.5 9.4
9.4

(0.15 )

9.3

(1.1)

200 12.5 12.5 12.4 12.5 12.6
12.5

(0.07)

12.4

(0.8)

Fig. 8. Static strokes of PMN-29PT stack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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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체적의 약 7.5% 체적을 가지면서도, P-025.40P 작동

기와 유사한 작동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결정 PMN-29PT를 이용하면, 작은 무게와 체적을 가지

면서 우수한 성능을 요구하는 항공우주용 서브시스템의

다양한 작동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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