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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전재료의 순방향효과를 이용하면 구조물의 변

형률 또는 변형률의 시간변화에 비례하는 전기적 출

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자 하는 기법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 오고 있으

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전
기적 출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전기회

로를 개발하는 연구도 있고, 넓은 주파수대역의 진
동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기도 한다. 하
지만 진동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건데, 구조물의 공
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이
를 고려한 대표적인 에너지 수확장치의 구조는 외팔

보의 형태를 가진다. 외팔보는 다른 구조물에 비해 
공진주파수가 낮은 영역에서 형성되도록 설계가 가

능하며, 끝단에 질량을 부가하여 주파수 조절 및 변
형증대 효과를 꾀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외팔
보를 이용한 에너지 수확장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면 대부분이 외팔보의 첫 번째 모드를 이용한 연구

이며, 고차 모드를 이용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외
팔보의 1차 진동모드의 형상과 변형률의 크기는 
Fig.1과 같다. 즉, 고정단 주위에서 최대 변형률이 
발생하며, 끝단으로 갈수록 급격히 변형률이 작아진
다. 에너지 수확의 관점에서 고정단 주위가 주로 역
할을 하며 끝단은 기여도가 매우 작다. 또한 고정단 
주위에서 발생한 최대 변형률은 최대 응력을 유발하

여 고정단을 항복 내지 피로파손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단에 가혹하게 집중되는 변형

률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차모드를 사용한 에너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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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치의 설계를 시도하였다. 

-1.5

-1

-0.5

0

0.5

1

1.5

0 0.2 0.4 0.6 0.8 1 1.2

mode1

mode2

mode3

-1.5

-1

-0.5

0

0.5

1

1.5

0 0.2 0.4 0.6 0.8 1 1.2

strain1

strain2

strain3

Fig.1 Mode shapes and Strain for Cantilever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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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Voltage FRF for base model

2. 출력 해석

2.1 출력 계산
외팔보의 진동에 따른 출력전압을 해석적으로 계

산한 결과를 Inman 등이 제시하였으며, 이 내용을 
본 논문의 연구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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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Output 
Voltage Length Efficiency

Model 1 5.77 100 1.0000
Model 2 2.89 250 0.2003
Modle 3 1.13 419 0.0467

Table 1 Output Voltage 

Model Voltage Strain Equiv. Strain

Model 1 5.77 2.63E-4 2.63E-4
Model 2 4.05 1.30E-4 1.85E-4
Model 3 4.15 2.27E-5 3.15E-5

Table 2 Comparison of Voltage, Power and Strain 

하였다. 외팔보에 압전재료가 부착된 에너지 수확장
치의 기저가 폭 Yo로 진동할 때, 출력전압의 주파수
응답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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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지면관계
상 생략한다. 길이 100mm, 폭 20mm인 압전 발전
기에 대한 식(1)의 주파수응답함수는 Fig.2와 같다. 
1차 고유진동수는 48.7Hz이며, 출력전압의 주파수응
답 크기는 5.77이다. 만약 기저 구조물의 진동이 
48.7Hz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맞추어 1차 고유
진동모드가 공진을 일으키도록 설계한 것과 같다. 

2.2 출력 비교
외팔보의 길이를 조절하여 2차, 3차 고유진동수가 

원래 보의 1차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도록 조절하였
다. 외팔보의 고유진동수는 식(2)와 같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2차와 3차 고유진동수가 각각 원래 보의 
1차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는 보의 길이를 계산하면 
원래 보 길이의 2.50, 4.19배이다.

   








(2)

원래 길이의 보를 모델 1, 길이가 2.50, 4.19배인 
보를 모델 2와 3이라 명명하고 이들의 출력전압 주
파수 응답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모델 2는 모델 1에 비하여 길이가 2.5배이나 출

력전압은 0.52배이므로 단위 면적당 출력은 20%에 
불과하다. 또한 모델 3은 길이는 4.19배, 출력전압
은 0.20배이므로 단위 면적당 출력은 4.7%이다. 즉 
1차 고유진동수에 맞추어 설계한 압전 발전기가 2
차나 3차 고유진동모드로 공진하도록 설계한 압전 
발전기보다 효율이 월등히 높다.

2.3 변형률 최대치 비교
공진이 일어난 47.8Hz에서 고정단의 변형률과 출

력전압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괄호 안의 값은 
모델 1의 값을 기준으로 다른 모델의 값들의 비율
을 계산한 값이다. 출력 전압은 변형률에 비례하므
로 동등한 출력전압이 나오기 위한 변형률의 값을 

계산하면 Table 2의 등가 변형률이다. 

3. 결  론

고차 진동모드를 이용한 압전발전기를 설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외팔보형 압전 발전기는 1차 진동모드를 사

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2, 3차 모드를 구현
하도록 설계한 발전기는 길이가 각각 2.5 또는 10배
로 늘어나지만, 출력전압은 오히려 낮은 값을 나타
내므로 비효율적이다.
둘째, 항복응력의 측면에서 2, 3차 모드를 사용하

면 변형률이 길이방향으로 고르게 분포한다. 또한 
같은 전압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형률의 값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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