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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ntilever-type piezoelectric generator has advantages of simple structure, ease of fabrication
and large displacement by transverse vibration of a beam. It is easy to control the natural frequency, and
also possible to increase the output power by changing the length, width, and thickness of the generator.
In particular, the length increases, the natural frequency sharply decreases, and vice versa. Hence, the
natural frequency can widely be controlled by using change in the length of elastic body. In this paper,
the generator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o change natural frequency using the slides of the case. In
addition, the generating characteristics were confirm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es and vibration
experiment. As a result, the maximum output characteristics could be generated due to resonance
phenomenon although any frequency of external force was applied.
Keywords: Piezoelectric generator, Unimorph, Cantilever type, Changeable frequency, FEM

1. 서 론
현재 산업 전반적으로 그린 에너지의 활용이 대두
됨에 따라 압전체를 이용한 자가 발전 장치의 필요성
이 증가되고 있다. 모든 생활 주변에서 버려지거나
낭비되고 있는 물리적인 외력을 입력으로 하여 전기
적인 출력을 내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은 청정한 전
기에너지를 수확하는 데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센서를 포함한 소형 장비의 전원장치로 사용이
a. Corresponding author; magicpotato@naver.com

가능할 정도의 발전량을 가져 기존의 전원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4].
압전 발전의 경우 외력의 크기, 주파수에 따라 발
전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외력이 크면 클수록 발전
량 또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주파수의 경우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 현상으로 인해
비선형적으로 출력이 증가하므로 발전기의 고유 주파
수를 외력의 주파수와 일치시켜서 설계해야 최대 출
력을 얻을 수 있다. 생활 주변의 진동원이 갖는 주파
수는 수 Hz에서 수백 Hz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압전
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공진 주파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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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는 발전소자의 개발이 필요하다 [5,6].
본 연구에서는 공진주파수를 폭넓게 가변할 수 있

그림 2는 발전소자의 측면도이며 얇은 탄성체의 좌
측부에 위치한 발전소자 지지대는 좌우로 이동이 가

는 압전 발전소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외팔보형 압전

능하며, 이것은 곧 탄성체의 길이 조정에 의해 공진

발전기를 설계하고, 주파수 튜닝을 위한 기계적인 구
조를 제안하였다. 먼저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FEM)

주파수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전기로
구성될 때 이동이 가능한 슬라이드 부분이 되며, 길

을 이용하여 공진 주파수 가변이 가능한 외팔보형 압전

이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 특성 은 유한요소 해석과

발전소자를 최적 설계하였고,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하
여 발전소자를 직병렬로 연결한 발전장치를 설계 및

실험을 통하여 검증될 것이다 [8].
2.2 유한요소 해석

제작하여 출력특성을 실험하였다.

외팔보형 압전 발전소자 각각의 변수에 따른 최적
2. 실험 방법

설계를 위해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공진 주파수
및 진동형상을 modal 해석을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2.1 압전 발전소자의 구조 및 원리

PDS (probabilistic design system) 해석을 통하여 발

외팔보형 압전 발전소자는 그림 1과 같은 기본적인
형상을 갖는다. 얇은 탄성체의 윗면에 압전세라믹이
접합되어 있고, 한쪽 끝부분은 발전소자의 지지를 위
한 탄성체로 이뤄져있으며 나머지 반대쪽 끝 부분은

전소자 길이-폭-두께와 탄성체 재질의 변수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harmonic 해
석으로 출력특성을 규명하여 발전기 제작을 위한 자
료를 구축하였다 [9].

공진 주파수의 미세조정을 위한 질량체로 구성되어 있
다. 탄성체의 고정점을 중심으로 외팔보가 상하의 진동
을 하게 되면 그 외력은 탄성체에 결합된 압전세라믹
에 전달되어서 압전정효과 (direct piezoelectric effect)
에 의하여 전력을 얻을 수 있다 [7]. 그림 1에서 제시
된 각각의 변수는 유한요소 해석 파트에서 최적 설계
를 위한 변수로 지정하기 위함이며, 질량체는 하부의
고정부와 탈부착 및 이동이 가능한 상부 질량체로 구

Fig. 2. Design of the slide and mass for changing the

성되어 있다.

resonance frequency.

그림 3은 모델링된 발전소자에 modal 해석을 수행
한 결과로써(a)는 1차 진동모드, (b)는 2차 진동모드
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밴딩모드를 가지면서 저
주파 영역에 적용이 용이한 1차 진동모드를 중심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b)

(a)

1st Bending mode
Fig. 1. Structure
generator.

of

a

cantilever

type

piezoelectric

2nd Bending mode

Fig. 3. Vibration modes using mod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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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fluence on output
parameter using PDS analysis.

chara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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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Fig. 5. Resonance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change
in the elastic body length.

Table 1. Resonance and outpu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each parameter.
Increase
parameter

Resonance frequency

EL

Sharp decrease

Output voltage

주파수와 출력 특성을 해석한 결과로써 약 20[Hz]에

(Influence)

서 200[Hz]의 범위에서 공진 주파수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공진 주파수의 변화는 아래에 제시된 외팔보

Increase (3)

EW

No change

No change

ET

Sharp increase

Decrease (4)

EM

Brass<Copper<SUS304

Brass<Copper<SUS304

FA

Increase

Increase (6)

CL

little increase

Increase (5)

CW

No change

Decrease (1)

CT

No change

Decrease (2)

계가 필요하며, 이 때 탄성체의 길이만으로 공진 주
파수를 낮추게 되면 굴곡 진동 등의 복합 진동이 발

Mass

Little decrease

No change

생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진동 형상을 확인할 필

※ EL
EW
ET
EM
FA

:
:
:
:
:

Elastic
Elastic
Elastic
Elastic
Fixing

body
body
body
body
area

length
width
thickness
material

CL
CW
CT
Mass

:
:
:
:

Ceramic length
Ceramic width
Ceramic thickness
Total mass

그림 4는 각각의 변수들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PDS (probabilistic design

의 횡운동에 관한 고유 주파수 공식과 일치하였으며,
특히 탄성체 길이 변화에 따라서 주파수가 크게 바뀜
을 알 수 있다. 압전발전기를 생활 속의 진동에 응용
한다면 비교적 낮은 주파수에서 공진하는 발전기 설

요가 있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서 설계된 압전발전
기 모델은 제작 및 실험을 통해 발전 특성과 비교 분
석하였다.

     



 

 

system)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PDS 해석 결과, 1)세
라믹의 폭이 감소할수록, 2)세라믹의 두께가 감소할수
록, 3)탄성체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4)탄성체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5)세라믹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6)고정거
리가 증가할수록 출력 전압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각 변수가 공진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과 출력에 미치
는 영향력의 순서를 표 1에서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공진 주파수 튜닝을 위한 방법은 탄성체의 길이 변
화와 질량체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탄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압전 발

성체의 길이 변화는 큰 폭의 공진 주파수 변화에 의해

전소자를 그 림 6에 서 보 여 준 다 . 모 델 명 은 다 음 의
[EL90EW10ET0.2BrassFA40CL35CW10CT0.75M2]로

유도된다. 그림 5는 탄성체의 길이 변화에 따른 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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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bricated cantilever type piezoelectric generator.
Fig. 8. Output voltage depending on change in the
elastic body length (location of slide).

Fig. 7. Equipment for vibration experiment using shaker.

약식 표기하였으며, 이는 그림 1에서 제시한 각각의

Fig. 9. Output current depending on change in the

변수 값을 나타낸다. 그림 6과 같이 실험을 위한 네

elastic body length (location of slide).

개의 초기 모델을 제작하였으며, 진동 실험을 위하여
구축한 가진기 및 그 외 측정 장비를 그림 7에서 보여
준다. 실험 장치의 구성으로는 외력을 인가하기 위한

특성과 낮은 출력전압 때문에 발전영역에서는 제외시

가진기, 가진기의 주파수 및 가속도 변화를 위한 함수
발생기 및 파워엠프, 가진력 측정을 위한 가속도센서

키기로 하고 나머지 전류특성을 측정하였다. 탄성체
의 길이 변화 실험에서 미세한 주파수 튜닝은 발전소

및 DAQ보드-모니터링 장비, 그 외에 출력 측정을 위

자 끝에 부착된 질량체로 조절하였으며, 이는 질량체

한 오실로스코프와 디지털 멀티미터가 사용되었다.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압전 발전소자의 출력 특성

의 무게 및 위치 변화로 미세 주파수 조절이 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그림 8∼10에서 보여준다. 그림 8은 탄성체의 길

그림 9에서는 탄성체 길이 변화에 따른 출력 전류

이변화에 따른 출력전압 특성으로써 길이가 길어질수
록 낮은 공진 주파수를 보였으며, 출력전압은 길이가

를 보여준다. 부하저항은 100[Ω]으로 고정하여 실험
하였고, 각 모델의 공진 주파수 영역에서 부하전류가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탄성체의 길이와 공진주파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델 간의 전류값은 큰

수의 관계는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
났으며, 탄성체의 진동이 길어질수록 진동이 전달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탄성체의 길이 변화를 준 각
모델의 출력전압은 차이를 보였지만 전류가 크게 변

면서 복합진동의 발생으로 출력전압은 조금씩 낮아지

하지 않은 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압전 세라믹의 크기

는 것으로 판단된다. 20[Hz]부근의 저주파 일부 영역
에서도 발전 특성을 보였으나 명확하지 않은 주파수

가 같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은
탄성체의 길이 변화에 따라서 발전이 가능한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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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주파수 가변이 가능하였다. 제작된 발전소
자의 실험을 위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진동원을 구
현하기 위하여 가진장치를 고안하였으며, 이를 이용
하여 발전소자의 출력특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저
주파 영역에서 안정된 출력을 보였고, 탄성체의 길이
변화에 따른 주파수 튜닝이 가능하였다. 발전소자의
사이즈 변화에 따라 다른 주파수 영역에서 발전이 되
는 모델의 제작이 가능하였다.
발전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발전소자를
하나의 모듈로 제작하면 되고, 슬라이드의 이동으로
전체적인 주파수 튜닝을 할 수 있으며 질량체 조절로
Fig. 10. Range of output voltage depending on location

미세 주파수 튜닝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진동원의 변

of the slides.

화에도 고출력을 갖는 압전발전기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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