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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MEMS에서 비선형 인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Duffing 방정식을 가지는 MEMS 시스템을 

제안하고 여기에 다른 종류의 비선형 항을 삽입하 을 때의 비선형 상을 분석하 다.  검증 방법으로 라

미터 변화에 의한 카오스 운동이 있음을 시계열 데이터, 상 공간, 력 스펙트럼을 통하여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MS system with Duffing equation to confirm nonlinear features in MEMS system. We also 

analyze nonlinear phenomena when adding the nonlinear term of another type. As a verification,  we confirm chaotic motion by 

parameter variation through the time series, phase portrait and powe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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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와 

비선형 시스템에 한 연구[7-8]에 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1-4]. MEMS은 마이크로 단 의 

소형 소자에 기와 기계  소자를 가지고 있는 

소형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 자체가 마이크로 미만

의 소형 소자이기 때문에 MEMS 용한 소형 소

자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원[5-6]에 이용할 수 있다. 

MEMS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가 마이크로 는 나

도 단 의 소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으로 내부 동작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MEMS 내부 동작에 한 연구가 

그동안 심의 역 밖에 있었다.  

촤근에 MEMS에서 직  원을 발생시키도록 

MEMS 내부에서 카오스 인 진동 상[2] 있음을 연

구한 결과가 있었으나 MEMS에서 카오스 상에 해

석 에서 라미터 값의 변화에 의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  MEMS 시

스템에서 Duffing 시스템 내에 진동 신호를 발생시키

고 이 신호에서 카오스 인 신호가 있음을 시계열, 

상공간, 력 스펙트럼, 포엔카  맵을 통하여 증명한 

연구도 있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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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연구한 Duffing 방정식의 경우 비선형 요

소와 외부에서 인가한 힘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비선

형 특성이 존재하나 이에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

었다.

본 논문에서는 MEMS에서 비선형 인 특성을 확

인하기 하여 Duffing 방정식을 가지는 MEMS 시스

템을 제안하고 여기에 다른 종류의 비선형 항을 삽입

하 을 때의 비선형 상을 분석하 다. 검증 방법으

로 라미터 변화에 의한 카오스 운동이 있음을 시계

열 데이터, 상 공간, 력 스펙트럼을 통하여 확인

하 다

Ⅱ. MEMS 회로 

2.1 Duffing 방정식[9]

MEMS에서 비선형 특성을 구하기 해 일반 인 

비선형 스 링 힘을 가진 그림 1  식(1)과 같이 표

되는 Duffing 방정식이라 불리는 비선형 동력학 시

스템을 생각해 보자. 이 방정식은 식(1)과 같이 좌변

에 3차원의 형상을 나타내는 항이 비선형 특성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sin (1)

여기서 은 질량, 는 스 링 계수, 는 s는 강성

을 나타낸다. 는 비선형성의 세기를 나타낸다.

식(1)의 좌변은 2차 항을 가진 시스템으로서 카오

스 인 거동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 인 요소인 시스

템이 3차계 이상이며 비선형 요소를 가져야한다는 사

실에 미흡하다. 비선형 인 요소는 존재하나 시스템이 

2차계로서 이 시스템에서는 카오스  거동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우변에 강제

인 힘을 가하여 비자율(nonautonomous) 시스템을 

구성하여 3차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그림 1. Duffing 방정식의 모델
Fig. 1 Model of Duffing equation

2.2 MEMS 발진기[2,16]

MEMS 발진기는 식(2)와 같이 간단한 스 링-질량 

시스템으로 모델링 될 수 있다. 식(2)로 표시하는 

MEMS 시스템은 식(1)로 표시하는 Duffing 방정식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2)

여기서, 실 인 MEMS 설계에 기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라미터 선정하 으며 그 값은 질량 

 ×   , 는 비선형 항으로 다양한 형

태로 구성될 수 있다. 기 인 힘  는 

시간  , 변    여기 극 압(excitation electrode 

voltage) 의 함수를 나타낸다.

2.3 비선형 함수[16]

식(2)의 비선형 함수는 포텐셜 에 지 함수라고하며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항을 표 형인 식(3)과 같은 형태를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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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선형 함수
Fig. 2 Nonlinear function

식(3)에 의한 비선형 항인 퍼텐셜 함수는 그림 2와 

같이 라미터에 값인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일반 으로 2(a)를 단일 우물 구조라고 하고 

2(b)-2(g)를 이  우물 구조라고 한다. 2(a)와 같은 단

일 우물 구조에서는 거의 거의 선형 으로 응답하므

로 비선형 인 체 시스템에서 비선형성이 강하지 

못하지만 2(b)-2(g)를 용하면 비선형성이 강한 

2(e)-2(f)를 용하면 비선형 진동을 쉽게 얻을 수 있

다.

2.4. 기 인 힘[1,2,16]

식(2)의 MEMS 설계 기 인 힘은 식(4)와 같이 

정의[1,2]하여 사용하거나 식(5)과 같이 정  는 

다른 형을 이용하여 사용한다. 

  
 

  (4)

   sin (5)

Ⅲ. 라미터 변화에 의한 비선형 특성

3.1 외부 신호 진폭   변화에 의한 카오스 상

MEMS 시스템에서의 비선형 특성인 카오스 특성

을 확인하기 하여 라미터 변화에 의한 식(2), 식

(3),  식(5)을 이용하여 식(5)의 외부에서 인가한 힘의 

진폭 을 변화시켰을 때의 시계열 데이터와 상 공간

을 통하여 비선형 특성인 카오스 운동이 있음을 확인

하 다.

(a)    일 때의 상 공간(왼쪽)과 시계열 
데이터(오른쪽))

(a) Phase plane(left) and time-series(righ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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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 때의 상 공간(왼쪽)과 시계열 
데이터(오른쪽))

(b) Phase plane(left) and time-series(right) when 
   

(c)    일 때의 상 공간(왼쪽)과 시계열 
데이터(오른쪽))

(c) Phase plane(left) and time-series(right) when 
   

(d)    일 때의 상 공간(왼쪽)과 시계열 
데이터(오른쪽))

(d) Phase plane(left) and time-series(right) when 
 

(d)    일 때의 상 공간(왼쪽)과 시계열 
데이터(오른쪽))

(d) Phase plane(left) and time-series(right) when 
 

(e)    일 때의 상 공간(왼쪽)과 시계열 
데이터(오른쪽))

(e) Phase plane(left) and time-series(right) when 
 

(f)    일 때의 상 공간(왼쪽)과 시계열 
데이터(오른쪽))

(f) Phase plane(left) and time-series(right) when 
 

그림 3. 의 값을 변화시켰을 때의 시계열 데이터와 
상 공간

Fig. 3 Time-series and phase plane when   value 
va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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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트 터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카오스 인 특성이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3.2 력 스펙트럼을 통한 카오스 상 해석

식(2), 식(3), 식(5)을 이용하여 력 스펙트럼을 구

한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의 력 스펙

트럼을 보면 스펙트럼 역이 역에 걸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카오스 장이 있음을 나타

내는 일반 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력 스펙트럼
Fig. 4 Power spectrum

Ⅴ. 결론  향후 과제

Duffing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MEMS 시스템에서 

카오스 인 거동을 확인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이를 해 이  우물로 구성하는 비선형 항을 삽입하

고 한 주기 운동을 외부의 힘으로 입력하여 이 주

기 운동에서 진폭 값인   라미터 변화에 의해 시계

열 데이터와 상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 

력 스펙트럼의 주 수 상태를 통하여도 카오스 거동

이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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