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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틱 형상기억 합금 (MSMA: Magnetic 

Shape Memory Alloy)은 외부 자기장이 인가될 때 

형상기억 효과를 나타내는 지능재료이다. 일반적인 

형태는 Ni-Mn-Ga (Nickel Manganese Gallium) 

합금으로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쌍정 (Twin)의 재

배열에 의해 기계적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적인 자기변형 (Magnetostrictive) 물질에 비해 큰 

변형률을 (약 6%) 보인다. 최근 마이크로 에너지 

하베스터 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바탕으로 압전재료

와 더불어 많은 자기변형 물질을 이용한 에너지 하

베스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ang and Yuan(1)이 

Metglass를 이용한 진동형 에너지 하베스터를 연구 

발표한 이후로 자기변형 현상을 이용한 여러 형태

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2), 최근에는 자기변형 

물질과 압전 물질의 복합재 형태에서 발생하는 자

전기 현상 (Magnetoelectric effect)을 이용한 에너

지 수확장치에 대한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틱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하여 이

러한 자기변형 에너지 하베스터와 압전 MFC 

(Micro Fiber Composite)와 복합한 자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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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

터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MSMA에 기계적 힘

이 가해지면 형상의 변화에 따라 내부 쌍정이 재배

열하게 되며 이에 따라 빌라리 효과 (Villari effect)

를 나타내게 된다. 이는 자성체가 외력에 의해 변형

될 때 그에 따라서 자화 (Magnetization)의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기변형 재료를 이용한 센서의 

기본 원리이다. Fig. 1(a)와 같이 MSMA를 이용한 

하베스터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구자석이 바이어

스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부에 충격이 가해

지면 빌라리 효과에 의해 변화된 자기장을 MSMA 

외부에 구성된 코일을 통하여 측정하게 된다. 패러

데이의 유도 법칙 (Faraday’s law of induction)에 

의해 자기장 B는 유도되는 전기장 E와 다음의 관계

를 갖는다. 

t


  

BE                (1) 

최종적으로 코일의 턴수 N, 단면적 A를 알게 되면 

유도 기전력 V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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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 

 

    
(a)                   (b) 

Fig. 1 MSMA energy harvester (a) configuration and (b) 
prototype by AdaptaMa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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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gnetoelectric MSMA/MFC composite 

 

본 연구에서는 AdaptaMat(4) 사의 MSMA와 영구

자석 및 코일로 구성된 시제품에 대하여 가해진 임

팩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기 위하여 볼 낙하 시험 

(Ball drop test)를 수행하였다. 시제품은 fig. 1(b)에 

나타나 있으며 지름이 3mm이고 길이가 17mm 인 

원형 봉 형태의 MSMA가 사용되었으며, 전체 크기

는 지름이 13.5 mm, 높이가 38mm 이다. 이 시제

품에 대하여 8.5 g의 볼을 이용하여 7 cm 높이에서 

자유낙하 하였을 때 (impact energy: 58.3 μ J) 최

대 2.5 V의 전압을 (10 MΩ ) 얻을 수 있었다. 이러

한 MSMA를 이용한 하베스터는 추후 임팩트 형태

의 가진원을 지닌 환경하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자기장의 변화가 있는 환경하에서는 비접

촉 형태의 에너지 하베스터의 사용도 가능하다. 이

는 앞서 설명한 MSMA에 Smart Material사의 유연 

압전소자인 MFC(5)를 부착하여 자전기 현상을 이용

한 에너지 수확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Fig. 2는 1-

3 형태의 MFC에 바(bar) 형태의 MSMA를 에폭시

로 접착한 시제품으로 외부 자기변화에 대해 

MSMA에 인가된 변형이 MFC에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압전 원리에 의해 전기 출력을 얻을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틱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한

에너지 수확장치의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외

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자기 및 전기에너지로의 변

환을 통해 에너지 수확장치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외부에 변화하는 자기장을 자전기 효과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추가 

실험을 통해 제안된 구성이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

용한 수확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향후 검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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