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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능재료(smart material)를 이용한 지능형 

액추에이터의 개발을 통하여 산업계에 적용하는 연

구들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능 재료 중 

압전 재료는 감지기와 액추에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능형 액추에이터의 개념을 가

장 잘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는 여러 개의 압전 세라믹을 

배열하여 일체로 제작한 것으로 적층수 만큼 변위가 

배가되고, 큰 작동력이 필요한 부분에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 이런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 제작 및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

로 알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동요소인 고무와 능동요소인 압

전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마운트의 개발

에 필요한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를 직접 제작에 

관한 연구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2. 하이브리드 마운트 

기계장치에서 발생되는 진동·소음의 전달을 차단

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서는 우수한 성능을 갖는 마운트의 확보가 필수적이

다. 기존의 수동형 고무마운트를 기본으로하여 진동·
소음원의 진동신호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절한 제어

력을 마운트에 부가함으로서 진동·소음 저감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내충격 성능을 갖는 능동 하이브

리드 마운트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개발하고 있

는 하이브리드 마운트는 수동요소인 고무요소와 능

동요소인 압적 액추에이터가 결합된 복합형 마운트

이다. 마운트의 완벽한 개발을 위해서는 전량 수입

되고 있는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의 국산화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3.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 제작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

터는 Piezomechnik 사의 PSt350bp/16/70VS25 모

델이다. Table 1 은 Piezomechnik 사의 PSt350bp/1 

6/70VS25 모델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은 적

층형 압전 액추에이터의 내부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

다. 각각의 압전 세라믹을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

여 적층을 한다. 적층할 때, 압전 세라믹의 polling 

방향을 잘 고려하여 적층을 한다. 화살표는 polling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 액추에이터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reverse engineering 기법을 도입하였

다. 먼저 대상품의 분해를 통해 각 구성품 및 제작

방법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습득

한 기술을 바탕으로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를 제작

해 보았다(Fig. 2 참조). Fig. 2(a)는 디스크형 압전 

세라믹의 polling 방향을 고려하여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적층한 시험시편이고, Fig. 2(b)는 시험시편

(a)에 전기적 절연을 위한 절연 폴리머(insulation 

polymer)를 몰딩한 상태이며, Fig. 2(c)은 (b)에 내

충격 완화 폴리머와 케이스(housing)를 몰딩하여 만

든 최종 완성품이다. 

4.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 동특성 실험 

제작한 압전 액추에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 은 전압에 따른 

액추에이터의 변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실험 

장치는 전원공급장치와 레이저 변위센서를 이용하

여 구성하였으며,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는 free 

load 상태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제작

된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에 ±350V 를 가해주었

을 때 (+)26.7~(-)30.3 μ m 이며, 즉, 총 변위는 

57μ m 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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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model PSt 350 bp/16/70 VS25 

Blocking force 

(N) 

Full stroke 

(μ m) 

Stiffness 

(N/μ m) 

Resonance 

frequency

(kHz) 

3150 70 90 14 

 

 
Fig. 1 The inner configuration of the multilayer piezostack 

actuator 
 

 
Fig. 2 The manufacturing of the multilayer piezostack actuator 

 

Fig. 4 는 전압에 따른 액추에이터의 발생력 변화

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실험 장치는 load cell 

indicator, load cell, 전원공급장치와 레이저 변위센

서로 구성하였다. 액추에이터에 전압을 가하였을 때, 

힘과 변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제작된 액추에

이터에 ±350V 를 가해주었을 때, 최대 2,500N 의 

blocking force 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4 의 결과를 이용하여 제작된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

터의 강성을 구하였다. 강성은 Piezomechnik 사의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최대 변위의 50% 지점 에서

의 변위 대 힘의 비로써 구하였으며, 그 결과 

84.6N/ μ m 의 강성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하

여 제작된 액추에이터는 전압에 따른 변위, 힘 및 

강성이 Piezomechnik 사의 PSt 350 bp/16/70VS25

에 대비하여 약 80%의 성능이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각 주파수에서의 성능실험 및 내구성 실험 등 

다양한 실험들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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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isplacement characteristics of the multilayer           

piezostack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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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blocking forc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layer 

piezostack actuator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iezomechnik 사의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를 모델로 하여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

를 국산화 제작하였다. 제작된 압전 액추에이터의 

동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Piezomechnik 

사에 대비하여 변위특성 및 blocking force 는 약 

80 %의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각 주파수에서의 특성 등 여러 측면에서 더 많

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국산화를 통해 하이브리드 마운트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내구성 등의 성능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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