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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pneumatic valve which consists of valve body, valve controller, nozzle and a 

multi-bender PZT actuator was suggested and fabricated. The fabricated pneumatic valve was experiment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we know that the flow rate of the suggested 

valve is 23 lpm at the pressure difference of 1bar and the maximum flow rate is 30 lpm at the pressure 

difference of 4 bar. The flow rates after endurance test of 9.8 million were 22.57 lpm and 28.62 lpm at 

the pressure difference of 1bar and 4bar, respectably.

 Finally, it was verified that the B10 life of the suggested pneumatic valve is over 5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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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능성 재료 혹은 스마트 재료를 응용한 액추

에이터 연구는 최근 산업계의 화두라 할 수 있다. 

전술한 재료들은 액추에이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센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계에 응용이 타 액추에이터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그린환경을 목표로 하여,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방안들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폐에너지 재활용 

및 파도, 진동, 바람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수확하

는 연구에까지 이르고 있어, 스마트 재료를 이용

한 액추에이터 개발은 차세대 기술이라 할 수 있

다.1-3) 압전 재료의 역압전 효과를 이용한 액추에

이터는 카메라의 줌 기능에 매우 획기적인 요소

로 자리 메김을 했으며, 진동 시스템의 진동 억제 

분야에서는 제어속도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압전 액추

에이터의 유체분야 응용은 최근의 마이크로/나노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초정밀 디스펜싱 시스템 

및 초소형밸브 분야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밸브 분야의 응용에 있어서는, 압전 

액추에이터의 고유 특성인 미소변위를 적절하게 

이용한 초소형 파일럿밸브들이 출시되고 있는 실

정이며, 단순한 방향제어방식에서 유량제어 및 압

력제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응용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4-6)

압전 액추에이터의 대변위화 연구는 압전 액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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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터를 보다 더 많은 분야에 적용시키는데 있

어 매우 필요한 과제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도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응답이 빠르고, 저소비

전력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유량을 요구하

는데, 직접구동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파일럿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어, 응답성을 저하시

키는 동시에 부품수를 늘려서 가격적으로 불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7-8)

본 연구에서는 압전 재료의 성능 향상 및 압전 

액추에이터의 구조 변경을 통하여 변위를 확대시

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밸브

의 내구성능시험을 통하여 밸브의 수명을 예측하

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밸브의 성능 및 내구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고, 제작된 밸브를 

시험하기로 한다.9)

2. 압 액추에이터의 특성

2.1 층 벤더형 압  액추에이터 제작

Fig. 1에 본 연구에서 제작된 압전 액추에이터

의 개략도를 보인다. 최종 제작된 적층형 액추에

이터의 크기는 25 L × 3 W × 0.3 t이며, 압전 세

라믹 두께는 31 ㎛, 전극의 두께는 2.5 ㎛, 압전 

세라믹 적층 수는 9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압전 액추에이터의 내구성과 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에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GFRP: Glass-Fiber-Reinforced -Plastics), 

다른 한쪽에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Carbone-Fiber-Reinforced Plastics)를 각각 0.3 mm 

두께로 접착하여, 액추에이터를 완성하였다. 실험 

결과, 입력전압 80 V에서 변위는 419 mm, 최대구

동력은 71.5 gf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2.2 층 벤더형 압  액추에이터 실험

Fig. 2는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적층 벤더형 압전 

액추에이터의 실험을 위하여 제작된 지그 및 변

위 센서 설치 형상을 보이는 것이다. 실험은 정격

전압을 기준으로 정현파의 입력을 압전 액추에이

터에 인가하면서 출력되는 압전 액추에이터의 변

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설계/제작된 압전 액

추에이터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Fig. 1 View of fabricated multilayered PZT 

actuator(25L×3W×0.3t)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fabricated PZT actuator 

Fig. 3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PZT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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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al setup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solenoid actuator

  

b) Frequency characteristic of general solenoid 

actuator

Fig. 4 Experimental setup & results of solenoid 

actuator

Fig. 3은 제작된 압전 액추에이터의 주파수 특

성 그래프를 보이는 것으로, 90° 위상지연에서 약 

250 Hz가 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압전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상대 비교 

할 목적으로 제작된 솔레노이드의 실험장치 및 

실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90° 위상 지연에서 

약 34 Hz의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된 

압전 액추에이터는 일반 산업용 솔레노이드 액추

에이터에 비하여 약 8배 이상의 효과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3. 압 식 공압밸 의 특성

3.1 압 식 공압밸  제작

Fig. 5는 제작된 압전밸브를 보이는 것으로 Fig. 

5 a)는 설계되고 조립되는 밸브를 3차원으로 보인 

것이며, Fig. 5 b)는 최종 장착된 외관을 보인다. 

제작된 압전 액추에이터의 동작 전압은 2.58 V/㎛

이고 압전 액추에이터의 자유 길이는 19.7 mm로 

구속하여 조립하였다.

Fig. 6은 본 연구에서 제작된 압전식 공압밸브

의 특성을 검사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실험장치

를 보이는 것이다. 이 실험장치는 제작된 밸브의 

유량 및 압력특성, 스텝응답특성 및 주파수 응답

특성, 그리고 누설특성 뿐만 아니라 내구 성능까

지 실험 및 분석이 가능한 장비이다. 제작된 밸브

의 개폐 동작 제어 및 데이터 계측은 전용장비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 kHz의 샘플링 속도를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작된 밸브의 내

구성능의 한계를 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구성 실험 후의 결과로 일정 차압에서의 유량

특성만을 이용하여 밸브의 내구성능을 분석하기

로 한다. 결론적으로 초기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난 뒤에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 내구성 

시험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여, 계측

되는 데이터의 성능 저하를 예측하는 방법을 채

택하였다. 따라서, 성능 저하의 기울기를 이용하

면, 이론적으로 수천만회 후에 발생되는 성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구성 관련 규격은 KS, JIS 및 ISO에 규정되

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격 조건에서 1 Hz의 정

현파 입력으로 실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과는 보드(Bode) 선도를 그리고, 성능을 분석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

3.2 내구성능 실험 결과

Fig. 7은 내구성 실험을 위하여 장착된 압전식 

공압밸브 사진을 보이는 것으로, 실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Hz의 정현파를 입력으로 하여 수행

하였다. 또한, 정밀한 데이터 계측을 위하여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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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및 유량센서는 밸브 입.출구에서 가장 가까

운 곳을 선택하였다.

a) Inside view of designed pneumatic valve

b) Fabricated pneumatic PZT valve

Fig. 5 Fabricated pneumatic valve with a multilayer 

PZT actuator

Fig. 6 Experimental setup for performance inspection 

of fabricated PZT type pneumatic valve

Fig. 7 Fabricated valve for endurance test

Fig. 8은 각각 내구실험 2백만 및 981만 사이클 

후에 유량을 측정한 것으로, 유량측정은 차압을 1 

bar로 한 후에 이루어졌다. 실험 결과, 22.97 lpm

에서 22.57 lpm으로 약 2%의 성능 저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 Results after 2,000,000 cycles

a) Results after 9,810,000 cycles

Fig. 8 Endurance test results(pressure difference of 1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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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Fig. 8과 동일한 실험 후의 결과를 보

여주는 것으로, 입력되는 전압에 변화에 따라서, 

매우 빠르게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밸브가 정상상태에 있을 때에도 유량이 매우 안

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제작된 밸브는 전체

적으로 빠른 응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차압을 4 bar로 하여 

유량을 측정한 결과, 22.97 lpm에서 22.57 lpm으로 

약 4.4%의 성능 저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차압을 1 bar로 했을 경우에 비하여, 

2배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저압보다는 고압

에서의 계측 유량값이 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사

료되며, 미세한 오차는 실험시의 주변 환경 변화 

및 유량측정 오차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사료

된다.

a) Results after 2,000,000 cycles

a) Results after 9,810,000 cycles

Fig. 9 Endurance test results(pressure difference of 4 

bar) 

Fig. 9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개발된 밸브의 내

구성능을 예측하면, B10 내구수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천만회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매우 우수

한 밸브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산업용으로 적용이 가능한 

압전식 공압밸브를 대상으로, 보다 변위특성이 우

수하고, 구동력이 크며, 빠른 응답성을 가지는 밸

브를 제안하였으며, 내구성능 실험을 통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제작된 밸브의 1000만회 내구특성 결과, 약 

4%의 성능 저하가 계측되었다.

2) 1000만회 내구성능 결과를 분석한 결과, B10 

내구수명이 약 5000만회 이상일 것으로 분석되었

다.

3) 본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압전

액추에이터 및 압전액추에이터 제조방법이 일반

산업으로 사용되는 압전식 밸브의 성능 향상 및 

내구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초 단계에 

있는 국내 압전밸브 분야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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