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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강성 소재 (multiferroic materials)는 단일상 

소재나 복합 소재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강성, 즉, 

강유전성, 강탄성, 강자성, 반강자성 등이 동시에 나

타나는 소재를 의미한다 [1-4] (그림 1). 이러한 특

성을 가지는 소재는 1894년 P. Curie에 의해서 처음 

존재 가능성이 예측된 이래로 120여년간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응용에 있어서는 아직 기

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P. Curie

에 의해 존재 가능성이 예측된 이후, 실제 응용의 가

능성이 높은 강자성 (또는 반강자성) 특성과 강유전

성이 결합된 자기-전기 결합현상(Magnetoelectric 

Coupling)에 관한 연구가 러시아 과학자들을 중심

으로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최초의 예측 이후 

약 60년이 지난 1960년대에 D.N. Astrov에 의해

서 Cr2O3 단결정에서 처음 실제 관찰되었다 [4,5]. 

그 이후 TbMnO3, CoCr2O4, Ni3V2O8, CuFeO2, 

CoCr2O4, MnWO4, (Ba,Sr)2Zn2Fe12O22 등의 단일상 

소재에서 자기-전기 결합현상이 연속적으로 발견

되어 현재에는 새로운 다강성 소재 연구의 르네상스

라고 불릴만한 연구 열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3,6]. 

한편 이러한 단일상 다강체 소재에 관한 연구는 물

리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중심으로, 아직까지

는 실제적인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

다. 또한 단일상 다강체 소재는 응용에 필수적인 자

기-전기 결합특성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

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일상 소재

는 극저온에서만 발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단일상 다강체 소재에서의 낮은 자기-전기 

결합 특성과 낮은 온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전기 복합체(Magnetoelectric 

Composite) 연구가 1970년대 Philips Lab에서 최

초로 보고되었다 [7]. 자기-전기 복합체는 일반적으

류정호 책임연구원, 황건태 선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정대용 교수

인하대학교 

S p e c i a l
T h e m a 02 다강성 자기-전기 복합체와 

응용기술

그림 1. 다강체 재료에서의 자성-탄성-전기 결합현상. M: 
magnetization, S: mechanical strain, P: dielectric 
polariz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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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압전 소재와 자왜 소재로 구성된 복합체로, 자기

장이 복합체에 인가될 때 발생하는 자왜소재의 변

형이 압전 소재로 전달되면 압전 효과에 따라 전기

적인 신호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2,5]. 반대

로 복합체에 전기장이 인가되면, 압전효과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고, 이 변형에 의해서 자왜소재의 자

성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현

상을 각각 정 ME 효과(ΔP =αE ΔH)와 역 ME 효

과(μoΔM =αH ΔE)라 한다. 자기-전기 결합현상

의 크기는 자기-전기 결합계수 αH, αE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값에 의해서 소재내에서의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의한 소재의 결합현상을 정량화 할 수 있

다. 상온에서 사용 가능한 자기-전기 복합체는, 최

초 Philips Lab에서 압전-자왜 소재 복합체 개념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약 30여년간 다수의 연구팀에

서 다양한 압전 소재 매질에 자왜 소재 입자를 분산

한 입자 복합체 (3-0 구조)를 연구하였으나, 실제

적으로 얻어진 자기-전기 결합계수 αE는 100 mV/

cmOe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자기 전기-결합계

수는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극히 낮은 값이기도 하

지만, 이론적으로도 입자복합체에서는 높은 결합특

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입자복합체는 제조 공정 중에 생기는 다양한 소재내

부의 변화(반도성 자성 입자의 분산 정도, 소결시에 

발생하는 압전 소재와 자왜 소재간의 상호확산, 화

학적 반등) 등에 의해 특성이 민감히 변하는 문제도 

있어 현재에 와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지는 않다. 2001년에 서울대학교와 미국 펜실베니

아 주립대와의 공동연구로 최초의 층상 구조 (2-2

구조)의 자기-전기 복합체가 개발되었다 [8]. 이들 

연구팀은 기존의 입자 복합체에서 최대로 얻어진 약 

100 mV/cmOe의 자기-전기 결합계수보다 수십배 

우수한 4,680 mV/cmOe 이상의 자기-전기 결합계

수를 보고하였다. 이들이 보고한 구조는 단순한 판

형태의 압전소재와 자왜소재를 층상 구조로 결합한 

것으로 입자 복합체 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합 특성

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자 복합체가 가지고 

있었던 압전, 자왜 소재간의 반응 문제, 전기적인 절

연 문제 [9]를 단순한 구조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

다. 이후 자기-전기 복합체의 연구의 7~80% 이상, 

실제 응용 가능한 소자 구조는 대부분 2-2 구조의 

층상 복합체 구조에서 보고되고 있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현재 다수의 연구팀에서 활발

히 연구되고 있는 압전-자왜 소재로 구성된 자기-

전기 복합체의 기본적인 원리와 응용분야, 특히 정 

ME 효과를 이용한 센서, 에너지 하베스터 응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자기-전기 복합체의 구조 및 동작 원리

압전/자왜 소재로 구성된 자기-전기 복합체에

서 ME특성의 구현 원리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자

기-전기 복합체에 자기장이 인가될 경우 자왜 재료

는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이 변형의 크기는 인가된 

자기장의 크기에 이차함수적으로 비례하여 나타나

지만, 국소적으로 볼 때 자기장의 크기에 선형적으

로 변화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를 자왜계수(dε/

dH)라 한다. 한편, 자왜 소재와 결합을 하고 있는 압

전 소재는 자왜 소재에서 발생한 변형을 전달받아 

압전 계수 (d=dE/dε)에 의한 전압을 발생시키게 

되고, 발생된 전압은 변형의 크기에 비례한다 [5,8]. 

즉 이러한 ME 특성은 자왜 특성과 압전 특성이 결

합하여 나타나는 복합 특성이기 때문에 높은 ME 특

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왜특성과, 압전특성을 

가지는 재료를 각각 선택하여야만 하며, 두 재료간

의 계면결합 (k)이 최적화 되어야만 한다. 

그림 2. 압전/자왜 소재로 구성된 자기-전기 복합체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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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E 특성은 아래의 식 (1)로 간단히 표현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적용된 압전, 자왜 재료

의 탄성 특성, 압전특성, 자왜 특성등의 방향성 텐서

에 의해서 더욱 복잡한 식으로 표현된다.

αME=k dε
dH

 
dE
 dε

 (1)

따라서 특성이 우수한 자기-전기 복합체를 개발

하기 위해서 각각의 소재, 결합구조, 제조공정, 특성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각각의 요

소 기술에 대하여 표 1에 요약하였다.

우수한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얻기 위한 첫번째 

요소는 우수한 압전/자왜 소재선정이다. 자기-전기 

복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압전 소재와 자

왜 소재는 표 2에서와 같이 모든 종류의 고분자, 세

라믹 기반의 압전소재와 금속, 세라믹 기반의 자왜

소재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중 압전 상수/자왜 상수

가 가능한 큰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우수한 자기-전

기 결합특성을 얻는데 유리하다.

자기-전기 복합체에서의 결합구조는 응력전달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의 자

기-전기 복합체 구조가 연구되고 있다. 그림 3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압전 소재를 모재로 하고, 자왜 입자

가 분산된 0-3 구조의 입자 복합체, 압전 소재 모재

에 자왜 섬유상 또는 자왜 소재 모재에 압전 섬유상

이 복합화된 1-3 구조의 섬유형 복합체, 압전 소재

와 자왜 소재가 판상으로 결합된 2-2 구조의 판상

형 복합체가 대표적인 구조이다. 이종 소재간의 결

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조 공정 

기술이 필수적이다. 벌크형 복합체는 동시소결, 스

파크 플라즈마 소결, 상압소결, 열간가압소결(Hot 

Pressing/Hot Isostatic Pressing) 자기조립(self-

assembly), 접착 등의 다양한 제조 공정을 이용한 

자기-전기 복합체 연구가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소형 디바이스의 응용을 위해서, 필름형태의 자

기-전기 복합체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4]. 그림 4에 주목할만한 필름형 자

표 1. 자기-전기 복합체 연구개발의 주요 요소 기술 [2].

표 2. 자기-전기 복합체에 적용될 수 있는 압전/자왜 소재의 예
시 [2].

따라서 특성이 우수핚 자기-젂기 복합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각의 소재, 결합구조, 

제조공정, 특성 분석 등에 관핚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각각의 요소 기술에 대하여 

아래 표 1에 요약하였다. 

 

표 1. 자기-젂기 복합체 연구개발의 주요 요소 기술 [2] 

Design factors Features Challenges Realization 

Materials 
Piezoelectric Physical properties/ an

isotropy 

Ceramic/ Crystal/ Polymer 

Magnetostrictive Ceramic/ Metal/ Alloy 

Combination Connectivity Coupling 0-3, 1-3, 2-2 

Synthesis 
Epoxy bonding Low coupling Co-firing 

Thin film deposition Low power Thick film printing 

Characterization 

Operation mode Stress transfer (L-L)>(L-T/T-L)>(T-T) 

Frequency Fr/ bandwidth Low fr/ Broadband 

Magnetic field Hbias/bandwidth Self-bias/Wideband 

Configuration Volume ratio/ size Demagnetizaiton/MEMS 

 

우수핚 자기-젂기 결합 특성을 얻기 위핚 첫번째 요소는 우수핚 압젂/자왜 소재선정이다. 

자기-젂기 복합체를 구성핛 수 있는 대표적인 압젂 소재와 자왜 소재는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모든 종류의 고분자, 세라믹 기반의 압젂소재와 금속, 세라믹 기반의 자왜소재를 

선택핛 수 있으나, 이중 압젂 상수/자왜 상수가 가능핚 큰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우수핚 

자기-젂기 결합특성을 얻는데 유리하다. 

 

  

표 2. 자기-젂기 복합체에 적용될 수 있는 압젂/자왜 소재의 예시  [2] 

Piezoelectric  phase Magnetostrictive phase 
Lead based:     
    Pb(Zr,Ti)O

3
 (PZT) 

    Pb(Mg
1/3

Nb
2/3

)O
3
-PbTiO

3 
(PMN-PT) 

    Pb(Zn
1/3

Nb
2/3

)O
3
-PbTiO

3 
(PZN-PT) 

    Pb(Mg
1/3

Nb
2/3

)
y
 (Zr

x
Ti

1−x
)
1−y

O
3
 (PMN–PZT) 

    Pb(In
1/2

Nb
1/2

)O
3
-Pb(Mg

1/3
Nb

2/3
)O

3
-PbTiO

3
  

(PIN-PMN-PT) 
Lead-free:  
     BaTiO

3
 (BTO)-based 

     Ba
2/3

Sr
1/3

TiO
3
 (BST) 

     (Sr,Ba)Nb
2
O

5
 

     (K
0.5

Na
0.5

)NbO
3
 (KNN) - based 

     Na
0.5

Bi
0.5

TiO
3
 (NBT) - based 

Others:  
     AlN 
     ZnO  
     La

3
Ga

5.5
SiO

14 
(LGS) 

     La
3
Ga

5.5
Ta

0.5
O

14
 (LGT)  

     polyurethane (PU)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Metals:  
   Fe, Co, Ni 
Alloys:   
     FeNi-based 
     FeCo-based 
     CoNi-based 
     Ni

2
MnGa 

     Permendur (FeCoV) 
     Galfenol (FeGa), FeGaB 
     Samfenol (SmFe

2
) 

     Terfenol-D (Tb
1-x

Dy
x
Fe

2
) 

     Fe-based metallic glasses (FeBSi, 
FeBSiC,   
     FeCoB, FeCoSi, FeCoSiB, FeCuNbSiB)  
 
Ceramics:  
     Fe

3
O

4
  

     Zn
0.1

Fe
2.9

O
4
 (ZFO) 

     La
0.67

Sr
0.33

MnO
3  

(LSMO) 

     Ferrites or doped Ferrites 
     (eg., NiFe

2
O

4
 (NFO), CoFe

2
O

4
 (CFO), 

     Li ferrite,  Cu ferrite, Mn ferrite)  

 

자기-젂기 복합체에서의 결합구조는 응력젂달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핚 구조의 자기-젂기 복합체 구조가 연구되고 있다. 그림 3에 도시핚 바와 같이 

압젂 소재를 모재로 하고, 자왜 입자가 분산된 0-3 구조의 입자 복합체, 압젂 소재 

모재에 자왜 섬유상 또는 자왜 소재 모재에 압젂 섬유상이 복합화된 1-3 구조의 섬유형 

복합체, 압젂 소재와 자왜 소재가 판상으로 결합된 2-2 구조의 판상형 복합체가 

대표적인 구조이다. 이종 소재갂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핚 제조 공정 

기술이 필수적이다. 벌크형 복합체는 동시소결, 스파크 플라즈마 소결, 상압소결, 

열갂가압소결 (Hot Pressing/Hot Isostatic Pressing) 자기조립 (self-assembly), 접착 등의 

그림 3. 벌크형 자기-전기 복합체의 다양한 구조 예시. (a)~(c) 
0-3 구조의 입자 복합체, (d)~(f) 1-3 구조의 섬유형 복합
체, (g)~(i) 2-2 구조의 판상형 복합체 [2].

(a)

(g)

(d)

(b)

(h)

(e)

(c)

(i)

(f)

S p e c i a l  T h e m a    02



전기전자재료 제30권 제4호 (2017년 4월)   17

기-전기 복합체의 예를 도시하였다 [2]. 벌크형 자

기-전기 복합체와 마찬가지로 0-3 구조의 입자 복

합체, 1-3 구조의 나노필라/섬유 복합체, 2-2 구조

의 적층 필름형 복합체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최근 재료연구소 연구팀에서는 2-2 구조의 

적층 필름형 복합체에서 이론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수준과 동일 수준의 자기-전기 결합구조를 보고한 

바 있다 [10]. 이론적으로 필름형 복합체에서는 계

면 결합이 이상적인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벌크 재

료에 비하여 높은 자기-전기 결합특성이 구현되어

야 하나, 박막 공정중 발생할 수 있는 계면 응력, 기

판과의 반응, 박리/미세 균열로 인하여 벌크 복합체 

보다 우수한 특성이 얻어진 보고는 많지 않다 [10]. 

그림 5에 문헌상 보고된 다양한 압전소재, 자왜 

소재로 구성된 자기-전기 복합체의 자기-전기 결

합계수를 요약하였다 [2].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벌

크형 복합체의 경우 수십 V/cmOe에 달하는 특성

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 특성은 벤딩형 진동 모드

에서 얻어진 결과들로 소재 자체만의 특성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한편 필름형 복합체는 아직까지 10 V/

cmOe를 넘는 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벌크

형 복합체의 특성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결합 구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체는 2-2 구조의 판상형 복합체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재에 있어서 많은 경

우에 비정질 FeSiB계 합금(Metglas)를 자왜 금속

으로 사용한 연구들에서 우수한 자기-전기 결합특

성이 얻어짐을 볼 수 있다. Metglas 소재는 대표적

인 고투자율 자왜 금속 소재로 최대 자왜 변형은 30 

ppm 이내로 자왜 변형이 크지 않은 소재이나, 항자

계 (Hc)가 수 gauss정도로 자왜 상수는 다른 자왜 소

재에 비하여 큰 소재이다. 따라서 작은 자기장 하에

서도 변형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전기 복합

체와 같이 높은 자왜 상수가 필요한 응용에 있어서

는 이상적인 소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기-전기 복합체의 응용 분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일상 소재에서의 ME 특

성은 강자성특성과 강유전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소재에서 나타나므로 두 소재의 큐리온도 이하에서

만 구현이 가능하다. Cr2O3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단

일상 ME 소재들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극저온의 큐

리온도를 가지기 때문에 상온에서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 또한 극저온에서도, 구현되는 ME 출력 계수 

(dE/dH)는 10 mV/cmOe 이하로 매우 미약하므로 

실제 응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기-전기 결

합현상을 이용한 응용 소자/시스템은 대부분 복합

체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다양한 재료시스템에 관

한 연구를 비롯하여, 구조의 최적화를 통한 벌크형 

층상복합체에 관한 연구와 소형디바이스 제작을 위

한 필름형 자기-전기 복합체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

행되고 있다 [2,11]. 금속 자왜재료와 매우 높은 압

전 특성을 가지는 PZT계 압전 세라믹스, 또는 압전 

그림 5. 문헌상 보고된 자기-전기 복합체의 비공진 상태에서의 
자기-전기 결합계수 비교 (a) 벌크형 복합체, (b) 필름형 
복합체 [2].

그림 4. 필름형 자기-전기 복합체의 다양한 구조 예시. (a) 0-3 
구조의 입자 복합체, (b) 1-3 구조의 섬유형 복합체, (c), 
(d) 2-2 구조의 판상형 필름 복합체 [2].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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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을 층상 구조로 복합화하는 자기-전기 복합

체는 이전의 입자형 복합체에 비하여 이종 재료간

의 강한 결합과 낮은 상호 확산 가능성, 고효율의 압

전/자왜 특성의 이용으로 인하여 수~수십 V/cmOe 

의 높은 자기-전기 특성이 저주파에서 얻어질 수 있

으며, 특히 전기/자기 기계적 공진에서는 수백 V/

cmOe의 매우 높은 자기-전기 결합 계수가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17]. 이러한 높

은 자기-전기 결합효과는 자기센서 뿐만 아니라 미

세 자기장 에너지 하베스터로의 응용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자기-전기 복합체는 대표적으로 그림 6에 요약한 

MCG, MAD, MRI, SMP 등에 사용되는 고감도 자

기센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 각

각의 응용에 있어서 자기 감도는 1 pT ~ 1 nT 수준

의 매우 높은 감도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고가의 

SQUID나 광학 방식의 자기 센서가 사용되고 있으

며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는 SQUID의 경우에는 극

저온의 냉각이 필수적이다. 미국 버지니아공대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ME 복합체는 1 nT 이하의 자기

장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복합

체 소재, 구조설계, 신호처리 기술이 융합화 된다면 

1 pT 이하의 자기장 변화도 감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 독일의 Kiel대학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경우도, SQUID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용 

자기센서를 자기-전기 복합체를 통하여 구현하고

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1]. 최근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정 ME 효과를 이용한 센서, 에너지 

하베스터 등의 응용 뿐만 아니라, 역 ME 효과를 이

용한 튜너블 인덕터, 필터 등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

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에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들을 바탕으로 자기-전기 복합체의 응용가능 분야

를 요약하였고 [2], 이중 대표적인 정 ME효과를 이

용한 응용 소자의 예시를 아래에 설명하도록 한다.

3.1 고감도 저주파 자기 센서

대표적인 자기-전기 복합체를 이용한 저주파 자

기센서 구조를 그림 7에 도시하였다. 중국 상하이 

세라믹 연구소(Shanghai Institute of Ceramics)

에서 개발한 자기 전기 복합체 구조로 Mn 도핑된 

PMNT 단결정와 IDE 전극 구조를 가시는 섬유 복

합체와 Metglas 자왜 금속을 적층하여 자기장하

에서 자왜 금속의 변형이 섬유형 압전 단결정에 

push-pull 방식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복합체를 

구성하였다 [22]. 이들은 Mn이 도핑된 압전 단결정

그림 6. 자기-전기 복합체의 센서 응용 분야 [18].

표 3. 자기-전기 복합체의 응용 분야 예시 [2].

 

그림 6. 자기-젂기 복합체의 센서 응용 분야 [18] 

 

표 3. 자기-젂기 복합체의 응용 분야 예시 [2] 

ME coupling Physical mechanism ME devices 

Direct ME coupling H control of electric  
polarization 

Magnetic sensors, Current sensors, 
Transformers, Gyrators,   Energy 
harvesters 

Converse ME 
coupling 

E control of magnetization  
switching 

Spintronics, including ME random  
access memory, tunnel junction 

E control of permeability μ Voltage tunable inductors, tunable  
band-pass filters, phase shifters 

E control of spin wave Voltage tunable filters, tunable resonators, 
phase shifters 

No ME coupling 
needed 

High μ and high ε Compact antennas, and other RF/ 
microwave devices 

 

 

그림 7. Metglas와 Mn 도핑된 PMNT 섬유로 구성된 자기복합
체의 구조, 자기장 노이즈 레벨과 자기장 센싱 감도 [22].

(a)

(c)

(b)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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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함으로써, 소재내부에서 유기될 수 있는 노

이즈 신호를 최소화하고, 작은 자왜 변형을 효과적

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전극구조를 적용하여 30 Hz

의 저주파수 자기장에서도 1 pT/Hz1/2 이하의 매우 

높은 자기장 감지 센서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수준

의 자기장 감도는 액체 헬륨 냉각을 시키는 SQUID 

자기센서에 필적할 만한 매우 높은 수준의 고감도

에 해당한다. 

3.2 고감도 전류 센서

그림 8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도체에 전류가 흐

를 때는 암페어의 법칙에 의해서 도체의 주위에 자

기장이 형성된다. 이상적으로 볼 때 자기-전기 복합

체는 발생된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

으며, 다른 전류센서들에 비하여 회로와의 교란/간

섭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수의 연구팀에

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기-전기 복합체를 이

용한 전류센서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래 홍콩과학기술대에서 보고한 링형 

자기-전기 복합체의 결과를 그림 8에 도시하였다 

[23]. 이들의 전류센서 구조는 압전 PZT 세라믹과 

자왜 Terfenol-D 합금을 결합하고, 자왜 금속의 사

이에 NdFeB 영구자석을 삽입하여 직류 Bias 자기

장을 인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전류의 크기

에 따라서 자기-전기 복합체 센서에서 발생하는 전

압의 크기는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1 A의 전류에 대하여 

12.6 mV가 1 Hz~30 kHz의 주파수 대역에서 균일

하게 발생됨을 보고하였다. 소자의 공진 주파수인 

67 kHz에서는 감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92.2 mV/A

의 높은 전류 센싱 감도를 얻을 수 있어 주파수가 정

해진 응용에 있어서 자기-전기 복합체를 이용한 전

류센서의 이용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3.3 자기장 에너지 하베스터

자기-전기 복합체는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전기

적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에너지 하베스터로서 활용이 가능하

다 [12-15]. 일상 주변의 전력선, 특히 고전류가 흐

르는 송/배전 시스템, 전철, 고속철, 산업설비, 변압

기 등의 전력 인프라는 항상 50/60 Hz의 고정된 주

파수를 가지는 수~수십 Gauss의 자기장이 존재한

다. 이러한 고정된 주파수의 미세 자기장은 활용 가

그림 8. 링형 자기-전기 복합체를 이용한 전류 센서의 구조와 특
성 [23].

그림 9. 자기-전기 복합체를 이용한 미세 자기장 에너지 하베스
팅의 개념도와 소자의 구조 [1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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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

려진 자성 코어와 코일을 사용하는 전자기 방식의 

에너지 하베스팅은 낮은 주파수의 미세자기장을 하

베스팅 하기에는 변환 효율이 낮으며, 소자의 부피

가 크고 전력 선로와의 간섭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여 전자기 방식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버려지는 자기장을 활용하는 기술

이 아니라, 선로의 전력을 차용하여 활용하는 또 다

른 형태의 전기 부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전기 복합체는 전자기 방식의 자기장 에너

지 하베스터의 단점(저주파 미세자기장에서의 효율, 

부하와의 간섭, 공간적인 부피)를 가지지 않으며, 다

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비하여 높은 하베스팅 

전력밀도를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12].

2015년 재료연구소와 인하대학교, 미국 버지니

아공대 공동 연구팀은 압전 단결정 소재의 이방성

과 자기-전기 복합체의 벤딩 공진 현상을 이용하

여 1 Gauss 이하의 자기장에서도 에너지 하베스팅 

할 수 있는 복합체를 개발한 바 있다 [12]. 그림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압전 단결정 섬유복합체를 이방

성 32 모드가 되도록 제조한 뒤, 이를 자왜 금속 Ni

과 접착, 외팔보 구조가 되도록 소자를 제작하였고, 

60 Hz, 5 Gauss의 자기장하에서 12.4 Vrms 전압이 

발생하는 미세자기장 하베스터를 보고하였다. 이후 

연구팀은 압전 단결정 소재의 유전, 기계적 손실이 

최소화된 Hard 계열의 압전 단결정을 적용하여 7 

Gauss의 자기장에서 DC 전력 변환 후 약 0.7 mW

의 전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베스팅 소자의 특성

을 더욱 개선한 바 있다 [13]. 이 수준의 에너지 하베

스팅 소자는 수 Gauss의 매우 미세한 자기장 하에서 

IoT 무선 센서 네트웍을 구동 할 수 있을 정도의 출

력으로 다양한 응용이 기대되고 있다.  

4. 결 론

전자기기의 고기능, 소형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 하나의 재료에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다기능성 재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리

뷰 논문에서는 자기특성과 압전 특성을 동시에 나

타내는 자기-전기 복합체의 기본적인 원리 및 응용

을 정리하였다. 특히, 자기-전기 복합체 중에서 현

재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층상구조

에 관한 장점 및 층상구조 복합체의 특성을 향상시

킨 몇 가지 예를 서술하였다. 또한, 자기-전기 복합

체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센서 및 자기에너지 하베스팅에 관한 응용을 중점적

으로 소개하였다. 층상구조의 자기-전기 복합체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왜재료’, ‘압전재료’, 

‘자왜재료에서 발생한 기계적인 에너지를 압전재료

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결합’에 관한 각각의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아직까지는 자기-전기 복합

체를 이용한 응용소자가 실용화의 단계에 들어서지

는 못했지만, 향후 IoT와 관련한 센서, 에너지 하베

스팅 소자로서 빠른 시기 내에 우리의 일상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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