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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QCM(Quartz Crystal Microbalance)은 표면위

의 미소 질량변화에 따른 공진 주파수의 변화를 측

정하여 질량을 측정하는 센서로서 기체상 및 액체상

의 생화학물질 탐지, 유체의 물리적 특성 측정 등

의 여러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QCM은 표

면과 접촉하는 공기 또는 액체와 같은 유체의 종류

에 따라 민감도 및 Q-factor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행 연구들은 민감도 및 Q-factor의 해석을 위해 

수학적 모델만을 고려하거나 FEM 해석 결과만을 고

려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민감도와 Q-factor

와 같은 QCM의 주요 성능 지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QCM 전극의 두께, 형상 및 배치와 같은 설계 파라

미터 선정을 위해서는 FEM 해석의 결과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수학적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 물과 같은 유체와 부가되는 

질량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도입하고 다중물리해석을 

위한 FEM 해석 모델의 결과와 비교한다. 이를 통해, 

QCM 민감도 및 Q-factor를 예측하고, 설계 파라미터

의 최적화를 위한 수학적 모델의 기초를 수립한다. 

2. QCM의 수학적 모델링

Fig. 1과 같이 QCM 표면위에 공기, 물과 같은 

유체 및 부가 질량을 고려한 전기회로 모델을 도입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 

(Z) 모델을 식 (1)과 같이 도출하였다. (I), (II)

는 공기 및 물과 접촉할 때 (III)은 질량이 추가 

된 상황을 나타낸다.

3. 유한요소 모델과 수학적 모델비교 

3.1 공기 접촉 해석
Fig. 2는 1 Channel의 QCM에 대한 FEM 모델과 

1차 공진 모드의 형상을 보여준다. FEM 해석 모델

은 직경 25.4 mm 두께 0.331 mm의 AT-cut Quartz 

칩에 직경 12.7 mm에 두께 100 nm의 금 전극이 부

착되어있다. QCM 전극 부위에 1 V 크기의 교류 전

압을 인가하였을 때, Table. 1과 같이 1차 공진모

드가 나오는 주파수가 약 4995 kHz에서 나타났다. 

수학적 모델의 경우 1차 공진 모드가 약 5062 kHz 

로 계산되어지며 FEM 모델의 해석 결과와 비교시 

오차가 약 1.32 % 나타난다. FEM 해석 모델의 경

우 Q-factor는 4995174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학

적 모델의 계산 결과인 5050565와 비교시 약 1.10 

%의 오차를 보여준다. 1차 공진 모드와 Q-factor

의 오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므로 수학적 모델은 

FEM 해석 모델을 비교적 잘 반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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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thematical model of Q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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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 접촉 해석
공기 접촉시 이용된 QCM FEM 해석 모델을 기초로 

두께가 400 nm인 물이 QCM 칩 표면위에 작용하는 

새로운 FEM 해석을 수립하였다. QCM 전극 부위에 1 

V 크기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Fig. 3과 같

이 FEM 모델의 경우 1차 공진모드가 나오는 주파수

가 2296 Hz 변하였다. Fig. 4와 같이 수학적 모델

의 경우 1차 공진 모드가 2156 Hz 가 변하여 FEM 

모델의 해석 결과와 비교 시 오차가 약 1.33 % 나

타난다. FEM 해석 모델의 경우 Q-factor는 

4981420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학적 모델의 계산 

결과인 5048414와 비교 시 약 1.33 %의 오차를 보

여준다. 1차 공진 모드와 Q-factor의 오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므로 물 접촉 시 수학적 모델은 FEM 해

석 모델을 비교적 잘 반영함을 알 수 있다.

3.3 질량 추가 시 해석
QCM 전극과 물 접촉이 고려된 3.2 절의 FEM 모델

위에 전극 부위에 500 ng 의 질량이 추가되었을 때 

FEM 모델을 새로이 구축하고 해석을 진행하였다. 

QCM 전극 부위에 1 V 크기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였

을 때, Fig. 3 과 같이 FEM 모델의 경우 1차 공진모

드가 나오는 주파수가 71 Hz 변하였다. Fig. 4와 같

이 수학적 모델의 경우 1차 공진 모드가 58 Hz 가 

변하여 FEM 모델의 해석 결과와 비교 시 오차가 약 

1.33 % 나타난다. FEM 해석 모델의 경우 Q-factor는 

4969945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학적 모델의 계산 결

          

   (a) FEM model    (b) 1st resonance mode shape
Fig. 2 FEM Model and 1st resonance mode shape of 

QCM

Fig. 3 1st normal mode results of FEM model

Fig. 4 1st normal mode results of mathematical model 

Table 1 Results of analytical and mathematical model 
Air Water Water &

Added mass

FEM
model

1st mode 
resonance 

frequency (kHz)
4995 4993 4993

Q-factor 4995174 4981420 4969945

Mathe-
matical
 model 

1st mode
resonance 

frequency (kHz)
5062 5060 5060

Q-factor 5050565 5048414 5036824
Frequency Error (%) 1.32 1.33 1.33
Q-factor Error (%) 1.10 1.33 1.33

과인 5036824와 비교시 약 1.33 %의 오차를 보여준

다. 1차 공진 모드와 Q-factor의 오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므로 질량 추가 시 수학적 모델은 FEM 해석 

모델을 비교적 잘 반영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QCM의 민감도 및 Q-factor에 대한 최적설계를 

위해, 공기, 물과 같은 유체와 부가 질량요소를 전

기회로 모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임피던스 

식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러

한 수학적 모델을 통한 민감도 및 Q-factor의 계산 

결과와 다중물리해석을 위한 FEM 해석 모델의 결과 

비교하였고, 수학적 모델은 FEM 해석모델을 비교적 

잘 반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유체 및 부가 질량 상호 작용을 고려한 

QCM에 대한 수학적 모델은 향후 QCM 센서의 민감도 

및 Q-factor향상을 위한 최적화 설계 파라미터 선

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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