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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ochastic Simulation of Noise-induced Flipping From Buckling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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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esent a stochastic simulation for an elastic microcantilever that flips its buckling states in
response to pulling the surface into contact with the cantilever. Based on a model including an
asymmetric double-well potential and a stochastic force, our simulation reproduces the experimentally observed nonlinear transition of buckling states, which depends on the surface speed and the
stochastic force. In particular, the simulation describes the increasing fluctuation in the tip position
as the system approaches the bifurcation point,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buckling-to-flipping
transition occurs earlier for a random force with a higher intensity. The present simulation study
can be used to investigate sensitive detection of surface acoustic waves and related phenomena such
as stick-slip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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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러진 마이크로 캔티레버의 노이즈 기인 플립 현상 시뮬레이션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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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9일 받음, 2019년 5월 23일 수정본 받음, 2019년 5월 23일 게재 확정)

우리는 구부러진 (buckling) 마이크로 크기의 탄성 캔티레버가 구부러진 방향을 바꾸며 뒤집어지는
(flipping) 비선형 현상을 시뮬레이션 한다. 우리 모델은 이중 비대칭 포텐셜 우물과 백색 잡음을 포함하는
단일 입자 운동을 기술하며, 이러한 모델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험에서 관측되는 속도 의존성과
노이즈 기인 비선형 전이를 재현한다. 특히 제시된 시뮬레이션은 구부러진 캔티레버의 쌍갈림(bifurcation)
점 근처에서, 실험적으로 측정되는, 증가하는 운동의 요동 (fluctuation) 을 표현할 수 있고, 구부러진 탄성
캔티레버의 플립 현상이 외부 노이즈 세기가 커질수록 더 쉽게 일어남을 보인다. 이러한 탄성 캔티레버의
구부러짐-플립 전산 시늉은 지진파와 같은 미세한 표면 진동 검출과 스틱-슬립 (stick-slip) 마찰과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PACS numbers: 46.32.+x, 62.20.mq, 05.45.–a, 07.79.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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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어떤 물체에 길이 방향으로 특정 크기 이상의 힘이 가해
left-buckled

지면, 그 물체는 구부러진다 [1]. 이러한 구부러짐 현상은
정적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비선형 현상으로서
서기 1744년 오일러에 의해 처음 기술된 이후 [2]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동안 연구되었다 [3–6]. 이러한 정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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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쌍갈림 지점 (bifurcation
point) 근처에서,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해지며 외부의 작은
요동에도 큰 상태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계의 상태를 잘
조절하여, 정적 쌍갈림 부분 근처에 위치시킬 수 있다면,
매우 민감한 비선형 센서로 응용이 가능하다 [7–10].
이전 연구에서 우리는 탄성 캔티레버의 정적 쌍갈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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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이용하여 민감한 비선형 센서를 구현하고, 표면 진동
측정의 응용성을 보였다 [11]. 구체적으로, 탄성 캔티레버를
표면에 수직으로 세워 길이 바향으로 힘을 서서히 가하면,
특정 크기 힘 이상에서 캔티레버는 구부러진다. 그 다음
구부러지는 정도를 조절하여, 즉 정적 쌍갈림 지점으로부터
거리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세기의 표면 진동을 발생시키며
구부러진 팁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비선형 센서의
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결과, 다음의
두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발견하였다 [11]. 첫째, 표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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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describing how
the system evolves from buckling to flipping. Total potential energy, given as the sum of the double well potential Uext and the elastic energy stored in the cantilever
varies with surface displacement. For a left-buckled tip,
the structure of the buckled tip structure is highly distorted, as the bottom surface moves to the right. Then,
the system flips into the other state, right-buckled, at a
certain position, where the energy barrier becomes sufficiently low, compared to the random excitation (Eq.
(1)).

속도에 따라 플립 (flip) 되어 구부러진 방향이 뒤집어지는
플립 위치가 달라진다. 둘째, 플립 지점에 가까워질 수록

구부러지는 상태변화를 일으킨다 [11]. 여기서 캔티레버가

시스템의 요동은 증가한다. 이와 같은 구부러짐-플립 현

충분히 구부러진 초기 상태는 매우 안정된 상태로서, 반대

상은 물체에 가해지는 역학적 힘과 형태 변형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상태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

복잡한 과정으로서, 핵심적인 물리적 요소에 기반한 모델

은 에너지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바닥 표면의 움직임으로

및 시뮬레이션 기법이 개발된다면, 센서로서 보다 확장된

구부러진 상태의 쌍갈림 지점에 가까워질 수록 캔티레버의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구조와 모양은 크게 변형되어 캔티레버 내부 탄성에너지는

여기서 우리는 구부러진 캔티레버의 상태가 뒤집어져 반

점점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증가한 탄성에너지는 구부러

대로 구부러진 상태로 전이하는 현상을 시뮬레이션 한다.

짐 상태 전이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춰준다. 따라서 내부

우리는 비대칭적인 이중 우물 포텐셜과 잡음 힘을 포함하는

탄성에너지 증가에 의해 상태 전이를 위한 에너지 장벽이

모델에 기반하여 확률론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전

충분히 낮아지면, 외부의 작은 잡음 힘에 의해서도 구부러짐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관측된 플립 위치 변화와 플립 직전

상태의 전이가 가능하다.

캔티레버 운동의 잡음 증가를 재현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

이러한 비선형 전이에는 바닥 표면 움직임에 의한 캔티

하는 최소한의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법은 표면 미세한 진

레버의 형태 변화와 관계된 탄성 및 댐핑 힘, 그리고 외부

동을 측정하는 비선형 센서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잡음 힘이 관계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는 구부
러 캔티레버의 동역학을 기술하는 다음의 운동 방정식을

II. Simulations and Discussions

제시한다.
mẍ = −k(x − vt) − b(ẋ − v) −

표면에 접촉하여 왼쪽으로 구부러진 탄성 마이크로 캔

dUext
+ η(t),
dx

(1)

티레버를 고려하자 (Fig. 1). 구부러진 캔티레버가 접촉한

여기서 m은 캔티레버의 효과적인 질량이고, k 캔티레버의

표면이 서서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특정 위치에서 캔티레

탄성 계수, b 는 댐핑계수이며, Uext 는 두 구부러진 상태를

버의 구부러진 상태는 뒤집어져 반대방향, 즉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포텐셜에너지이며, η 는 외부 잡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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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식 (1) 우변의 첫째 항은 팁의 위치와 바닥 표면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탄성 에너지이고, 두번째 항은 팁과
바닥 표면 사이 상대적인 속도차이에 의한 마찰 힘이다.
세번째 항은 두 개의 구부러진 상태를 기술하는 포텐셜에
의해 작용하는 힘이다. 캔티레버의 구부러짐은 기하학적인
복잡한 변형과 내부 탄성 에너지 변화를 수반하지만, 여기
서는 가장 단순한 이중 우물 포텐셜 에너지를 가정한다.
Uext (x) = U0

16 2
x (x − a)2 ,
a4

(2)

여기서 a는 이중 우물 사이 거리를 표현하고, U0 는 두 에너
지 바닥 사이 에너지 장벽의 크기이다. 또한 잡음 힘은 델타
상관관계, < η(t′ )η(t) >= Γδ(t − t′ ) 조건의 백색 잡음으
로서, 잡음의 세기는 상수 Γ로 결정된다. 이러한 잡음 힘은
외부의 열적 요동 및 시스템의 미세한 기계적 전기적 잡음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따라서, 시스템과 환경 조건
에 따라 변화하는 파라미터이다. 또한 캔티레버의 질량은
매우 작고 전체 다이나믹스는 캔티레버의 관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m ≈ 0 이다. 이는 실험
결과가 캔티레버의 가장 끝 부분의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휘어짐과 관계 있으며, 거시적인 캔티레버의 전체 길이 또는
질량과는 무관하다는 사실과도 일관된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 주어진 계의 동역학을 결정하는
식 (1) 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 식 (1) 을 먼저 다음과 같은
무차원 (dimensionless) 방정식으로 변환해 보자.
dx
dU ext
= −x + vt + v −
+ η,
dx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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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는 우리 시스템의 동역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방
정식으로서, 식 (4)를 이용하여 앞서 기술한 실험결과의 두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재현됨을 보여보자. 먼저 Fig. 2(a)은
우리 시뮬레이션의 전형적인 결과이다. 왼쪽으로 구부러진
캔티레버에 대하여, 캔티레버와 접촉한 표면이 오른쪽으로
속력 v = 0.1로 움직일 경우, 특정 위치에서, Fig. 2(a)에서
는 vt ≈ 16, 플립하여 오른쪽 구부러지는 상태로 전이한다.
잡음 힘이 없는 경우, 즉 Γ = 0 인 경우와 비교하여, 잡음
힘이 있는 경우 Γ = 0.05,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의
위치 x 요동이 나타난다.
Figure 2(b) 는 구부러진 팁 운동의 두 가지 특징적인 요
소 중 하나인 표면 속력 증가에 따 플립 위치 감소를 보여준
다. 흥미롭게도 속력 v 가 증가할 수록 캔티레버의 상태가
플립하는 위치는 원점 (x = 0, Fig. 1), 즉 초기 구부러진
위치에 보다 가까워진다. 이는 비선형 전이 계에서, 계의
동역학을 변화시키는 파라미터가 (여기서는 바닥의 속력
v)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경우 나타나는 일반
적인 현상으로서, 계의 쌍갈림은 파라미터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정적 쌍갈림 지점으로부터 먼 지점에서 발생한다
[13]. Figure 2(c) 에서는 표면 속력 v 에 따른 플립 위치 그
래프로서, 속력 v 가 증가할 수록 플립 위치는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특징은 실험적으로 동일하게 관측되며,
구부러진 팁을 포함하는 현 시스템이 표면 움직임의 속도를
검출하는 센서로 응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우리 시뮬레이션(식 (4))은 Fig. 3(a)에서 보인 것과 같이

(3)

여기서 x = x/a, t = t/(bk −1 ), v = dx/dt, U ext =
Uext /(ka2 ), 그리고 η = η/(ka)이다. 식 (3)을 통하여 우리
는 시스템의 동역학을 결정하는 알짜 파라미터는 v, a, b, k,
U0 , Γ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다음의 5개 임을 알 수 있다 ;
v/(ab−1 k), a, bk −1 , U0 /(ka2 ), 그리고 Γbk −1 /(ka)2 . 다시
말해, 식 (1)에서 다양한 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계의 동역학은 5개의 알짜 계수의 값으로 결정된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식 (3) 을
이산화 (discretization) 한다 [12].
√ √
xn+1 = xn + (−xn + v n tn + v n + F ext (xn ))dt + Γ ξ dt
(4)
−1
2
여기서 F ext = −dU ext /dx, Γ = Γbk /(ka) , 그리고 ξ 는
평균 ‘0’ 분산 ‘1’의 가우시안 분포 (Guassian distribution)
에서 추출한 임의의 값이다. 캔티레버의 초기 위치는 왼쪽
으로 구부러진 상태 x = 0이고, 초기 속력은 캔티레버 아래
바닥 표면 속력 v 에 해당한다. 이는 식 (3) 으로부터 t = 0
일 경우 ẋ = v 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험적으로 관측된 플립 직전 잡음 증가를 재현한다. 이는
실험적으로 관측된 두 번째 특징적인 요소로서, 구부러진
캔티레버의 플립은 잡음에 기인한 현상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쌍갈림 지점에 근접하면 외부의 작은 잡음에도 시스템
에 큰 요동이 발생하여 플립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Fig. 3(a) 는 다양한 표면 속도 v 에 대하여, 플립 직전까지
팁 위치의 요동 데이터의 그래프로서, 명확한 표현을 위해
수직으로 일정 간격을 두어 정렬하였다. 각각의 데이터는
주어진 표면 속력에 대하여, 잡음 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
우를 비교하여, 왼쪽으로 구부러진 상태에서 플립 직전까지
두 데이터의 차이 계산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Fig. 3(a)
에서 v = 0.1 경우는 Fig. 2(a) 에서 보인 것과 같이 외부
잡음 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를 계산하여 표현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속력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차이를 계산하여 표현하였다. 현 시뮬레이션은
모든 표면 속력에 대하여 플립 지점이 다가올 수록 위치의
요동이 증가함을 표현하며, 이는 실험적에서 관측한 결과와
일관된다. 이러한 잡음에 기인한 전이는, Fig. 3(b) 결과와
같이, 동일한 표면 속도에 대하여, 외부 잡음의 세기 Γ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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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Noise-induced flipping of the buckled cantilever. (a) The fluctuation in the position x increases as approaching the flip position, where the data is
shifted vertically for clarity. The fluctuation is obtained
by subtracting the data of noise-free simulation from the
stochastic simulation data for each noise intensity Γ (for
example, see Fig. 2a for Γ = 0.05). (b) The position
of the buckled tip, or the position of the single particle
shown in Fig. 1, x as a function of surface displacement
vt for different noise intensity Γ. It is shown that the flip
transition occurs earlier for higher intensity of noise.

Fig. 2.
(Color online) A stochastic simulation of
velocity-dependent nonlinear transition of the bucklingto-flipping for a micro-cantilever. (a) The position of the
tip x as a function of the surface displacement vt with
Γ = 0 and Γ = 0.05. It is shown that the stochastic
force η induces fluctuation in the position of noise-free
solution (Γ = 0.05). (b) The flip occurs earlier for faster
displacement of the surface. (c) the flip position as a
function of the displacement, vt, where the red curve is
the linear fit to the data. For the simulation, we have
used the parameters; a=67.5 nm, bk −1 =13.5 ms, and
U0 /(ka2 ) = 5.
크기가 커질 수록 원점 (x = 0) 에 가까운 점에서 전이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플립 직전 시스템의 잡음 증가는 Fig. 1에서 보인 시스템
의 전체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팁이 충
분히 왼쪽으로 구부러진 초기 상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의
곡률 반경이 매우 작다. 이는 에너지의 미분값이 힘인 것과

힘을 미분하면 탄성계수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복원력이 매우 강하여 팁의 위치가 매우 단단히
고정되지만, 시스템의 상태 전이 시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곡선의 곡률이 매우 증가하여 복원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위치는 외부 노이즈에 의해 크게
요동하고 시스템은 플립하여 다른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상
태로 전이한다.
제시된 구부러짐에 기반 센서는 방향성을 갖는다. 왼쪽으
로 구부러진 팁에 대하여, 바닥 표면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플립이 발생하고, 바닥이 왼쪽으로 이동할 경우에
는 플립 전이를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팁이 구부러진
방향에 따라 표면 움직임의 특정 방향만을 검출하게 된다.
또한 Fig. 2(b)에서 보인 것과 같이, 현 센서는 표면 움직임
의 속력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 센서는 방향성
(directional) 검출의 특징과 및 속력 검출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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