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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의 진동에 따른 자가 발전특성

Self Power Generation from Vibration using Piezoelectric Bimorph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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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self power generation from vibration using the piezoelectric bimorph

actuator. The piezoelectric bimorph actuator was well developed with PZT-PNN-Fe piezoelectric

ceramics. As the applied voltage was increased, a linear change of displacement was obtained with a

relatively high ratio of 12.53 um/V for the bimorph actuator. Moreover, when the motor's rotational

speed was 2000 rpm, the bimorph actuator, which has a resonance frequency of 68 Hz, exhibited the

most efficient generation voltage of 10.4 V. This bimorph actuator could make the LED, emitting 60

mW, working successfully.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bimorph actuator will be useful as a

power source for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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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에

너지 변환소자인 압전세라믹스는 액츄에이터, 변압

기, 초음파모터, 초음파 소자 및 각종 센서로 응용

되어 왔다. 최근에는 외부충격이나 진동과 같은 기

계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압전 소자

에 접속된 축전지를 통해서 배터리의 전원에 충전

하는 방식의 에너지 하비스팅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1-5]. 이러한 에너지

하비스팅 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변환 소자를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 무선용 휴대 전자제품, 즉

wearable 컴퓨터, MP3, GSM, Bluetooth 등의 정

보통신기기, robotics, 항공우주, 자동차, 의료, 건

축, MEMS 분야 등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응용 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호

흡, 걸음 등과 같은 인간의 일상적인 동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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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하비스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자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7]. 압전세

라믹 소자를 이용하면, 전자 노이즈 (noise)가 발생

되지 않아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

존의 이차전지, 연료전지를 대체 또는 보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압전체 에너지 하비스터는 압전체 바

(Bar)의 한쪽 끝을 고정시킨 칸티레버 (Cantilever)

형태로 제작하는데 칸티레버를 지지하는 지지 바

상부에만 압전체를 배치한 유니몰프 (Unimorph)형

과 상하부에 모두 형성시킨 바이몰프 (Bimorph)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칸티레버는 외부의 진동에

의해서 떨리게 되고 칸티레버가 상하로 휘어짐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발생하는 압전체의 변형에 의

해 전류가 생성된다. 지지 바는 상하 방향으로 교

대로 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전체에는 수평방향

으로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번갈아 인가된다. 따

라서 생성되는 전류의 방향이 교대로 바뀜으로써

교류가 생성된다. 바이몰프의 경우 두 개의 압전체

에서 병렬로 전력이 생성되기 때문에 낮은 전압에

서도 비교적 큰 변위량을 얻을 수 있다[8]. 게다가

비교적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어 에너지 하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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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우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압전전하계수(d33)가 큰 0.25

wt%의 Fe2O3를 도핑한 0.6Pb(Zr0.405Ti0.595)O3 -

0.4Pb(Ni1/3Nb2/3)O3(PZT-PNN-Fe) 압전세라믹[9]을

이용하여 바이몰프 형태의 액츄에이터를 제조한

후, 에너지 하비스팅을 위한 전기회로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의 덕트 (Duct), 생

산용 조립기계, 소형 가전제품 등의 고유 진동수인

60～200 Hz 정도의 낮은 주파수를 나타내는 진동

체[8,10,11]에 부착하여 PZT-PNN-Fe 압전세라믹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의 진동에 따른 발전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바이몰프 액츄에이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PZT-PNN-Fe 압전세라믹은 일반적인 고상합성법

을 이용하여 1150 ℃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비교적 얇은 두께와 대면적의 구조를 가지는 액츄

에이터 제작을 위해 PZT-PNN-Fe 압전세라믹 시

트는 tape casting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적

층공정은 프레스를 이용하여 50 ℃에서 20초 동안

가열한 후 일축 성형하였으며, 시트 사이의 불균일

접합을 막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성형 밀도를 얻기

위해 WIP (Warm Isotropic Press) 방법을 이용하

여 75 ℃에서 10분간 수행하였다. 적층한 시트의

절단은 WIP를 통하여 stress 분포를 완화시킨 이

후에 이루어졌으며 가열판 위에 세라믹 sheet를 부

착하고 blade가 상하 운동하여 이루어지는 절단기

(Cutting Machine)를 사용하였다. 소결체의 압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전극은 스퍼터링

(sputtering)법을 사용하여 Ni/Ag 의 순서로 약 1 μm

두께로 증착하였다. 분극은 silicon oil bath에서

120 ℃의 온도에서 2.5 kV/mm의 전기장을 인가하여

30분간 행하였다. 소결체의 밀도 측정은 아르키메

데스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전특성 측정은 LCR meter

(Agilent 4285A, USA)를 이용하였으며, 압전 특성은

d33 meter(PIEZOTEST, PiezoMeterSystem PM100)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1은 PZT-PNN-Fe 조성의 압전세라믹 바

이몰프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하비스팅 시

스템과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에 사용된 압전세라믹

의 면적을 보여준다. 바이몰프 액츄에이터는 그림

1(a)의 면적 (dimension)을 가지는 두 개의 압전세

라믹 층의 사이에 SUS (Steel Use Stainless) 재질

의 내부전극 (inner electrode)을 삽입하고 삽입된

(a)

(b)

그림 1. (a)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의 압전세라믹

크기 (b) 압전 바이몰프 액츄에이터를 사

용한 에너지 하비스팅 시스템 구조.

Fig. 1. (a) The dimension of piezo-ceramics

used for the bimorph actuator and (b) a

schematic diagram of the energy

harvesting system using the piezoelectric

bimorph actuator.

전극과 접촉하지 않은 압전세라믹의 표면이 은으

로 코팅된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b) 참

조).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의 전계에 대한 미소변위

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접촉식 레이저 (MTI

Instruments, Microtrak 7000)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1(b)에서 보듯이 모터의 축 끝단을 일부 절단

된 디스크 형태로 가공하여 이부분과 상하 수직운

동을 하는 축 (Z-motion shaft)과 서로 맞물린다.

Z-motion shaft의 반대쪽 끝단은 클램프를 연결하

여 바이몰프 액츄에이터를 클램프에 물린다. 모터

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함에 따라 Z-motion shaft

가 상하로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바이몰프 액츄에

이터는 반복적인 진동을 하게 된다. 바이몰프 액츄

에이터가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상하로 진동함

에 따라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폴링된 압전세라믹

으로부터 전기가 발생되며 이 때 발생되는 전기신

호는 각 전극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에너지 하

비스팅 회로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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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그림 1의 압전세라믹 바이몰프 액츄에

이터를 이용하여 생성된 전기신호로부터 에너지

하비스팅을 구현하기 위한 전기적 구동회로 시스

템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내부 정전용량 (Cp)를 가

지는 PZT-PNN-Fe 조성의 압전 세라믹 바이몰프

액츄에이터는 모터의 진동에 의하여 교류전류(ip)

가 흐르는 전력을 생성하게 된다. 생성된 교류전류

는 AC를 DC로 전환시켜주는 정류기 (AC/DC

rectifier)인 브릿지 다이오드 (bridge diode)에 의해

서 정류작용을 거치게 된다. 정류된 전기신호는 일

시적으로 정류전압 Vrec를 가지는 캐패시터Co에 저

장되었다가 DC/DC 컨버터 (converter)를 거쳐 최

종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충전되게 된다. 이

때, 충전된 전하량은 switch-off 상태에서는 캐패

시터 내부에서 계속 유지되며 switch-on 상태에서

파형의 진폭을 변조시켜 직류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PWM 방식의 DC-DC 컨버터를 설계하

였다.

그림 2. 일반화된 압전 에너지 하비스팅 회로.

Fig. 2. Generalized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circuit.

3. 결과 및 고찰

표 1에 벌크 PZT-PNN-Fe 압전세라믹의 밀도,

유전 특성 및 압전 특성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특히 압전상수 d33가 705 pC/N으로 높은 변위특성

을 가지며, 전기기계결합계수 kp역시 71.1 %로 에

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액츄에이터 소재로서 우수

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3은 PZT-PNN-Fe 세라믹을 이용한 압전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에 DC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변위 특성을 나타내었다. 인가한 전압이 10 V에서

표 1. 1150 oC에서 2시간 소결한 0.6Pb(Zr0.405

Ti0.595)O3 - 0.4Pb(Ni1/3Nb2/3)O3 + 0.25 wt%

Fe2O3 조성의 밀도, 유전 및 압전특성.

Table 1. Density, dielectric and piezoelectric

properties of 0.6Pb(Zr0.405Ti0.595)O3 -

0.4Pb(Ni1/3Nb2/3)O3 + 0.25 wt% Fe2O3

ceramics sintered at 1150 oC for 2 h.

Properties Value

Bulk density 8.16 (g/cm3)

εr 4669

tanδ 0.021

kkp 0.774

Qm 55

d33 810 (pC/N)

100 V까지 증가함에 따라 액츄에이터의 변위는 선

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약 12.53 μm/V의 선형변형

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3. 인가전압에 대한 압전 바이몰프 액츄에이

터의 변위변화.

Fig. 3. Displacement variation of the piezoelectric

bimorph actuator as a function of input

voltage.

그림 4는 2000 rpm의 회전속도를 가지는 모터

의 상하 진동에 의하여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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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전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모터가 진

동을 시작한 지 15초가 경과한 후에는 출력전압이

68 Hz의 주파수를 가지는 규칙적인 특성을 나타내

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파수 특성은 모든 측

정시간 영역에서 최대 약 2 % 이내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변화하였으며 (68.0 ± 0.6 Hz),

모터의 회전속도를 변화시켰을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 회전속도 2000 rpm에서 진동발생기에 의

한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의 사인파형태의

출력전압.

Fig. 4. Continuous sinusoidal output voltage of

the bimorph actuator excited by the

vibration generator (motor) with rotational

speed of 2000 rpm.

그림 5는 모터의 회전속도를 변화시켰을 때 바

이몰프 액츄에이터에서 생성되는 전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모터가 가동되기 시작한 후, 바이

몰프 액츄에이터의 출력전압이 생성될 때까지 약

간의 지연시간 td(delaytime)이 존재하였으며, td는

모터의 회전속도가 500 rpm에서 2000 rpm까지 증

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였다. 또한 모터가 가동

된 이후 60초까지 생성된 초기 전압 및 최대 전압

의 크기는 모터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최대

전압을 나타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모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특히 그림 5(c)에서 보듯이 2000 rpm의 회전속

도를 가지는 경우, td는 약 2.8초를 나타냈으며, 생

성된 초기 전압은 약 2.25 V, 최대 전압은 18.5초

가 경과한 후 약 10.4 V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회

전속도를 2500 rpm 이상으로 더욱 증가시키면 비

록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최대 전압이 오히

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5. 모터 회전 속도에 따른 발생 전압의 변화

(a) 500 rpm, (b) 1000 rpm, and (c) 2000

rpm.

Fig. 5. Variation of the generation voltage with

time as a function of the motor’s

rotational speed; (a) 500 rpm, (b) 1000

rpm, and (c) 2000 rpm.

그림 6. 모터 회전속도((a) 1000 rpm, (b) 2000

rpm, and (c) 2500 rpm)에 대한 캐패시터

의 출력 전압 변화.

Fig. 6. Variation of the output voltage of the

capacitor dependent on the motor’s

rotational speed of (a) 1000 rpm, (b)

2000 rpm, and (c) 2500 rpm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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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다양한 모터 회전 속도를 인가하였을

때,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출력전압의 변화를 보여

준다. 그림 6(a)에서처럼, 모터의 회전속도가 1000

rpm인 경우, 10초가 경과하는 동안 캐패시터의 출

력전압은 0.5 V 정도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10 초가 지난 후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캐패시

터의 출력전압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60초가 지난 후에도 완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

6(b)에서 보듯이 모터의 회전속도가 2000 rpm으로

증가하면 캐패시터의 출력전압은 6초까지 1.3 V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

여 20 초에서 10.4 V로 포화된 최대 출력전압을

나타내었다. 캐패시터의 출력 전압이 포화상태를

보이는 것은 사용한 캐패시터의 최대 정전용량의

한계 (470 μF)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모터의 회

전속도가 2500 rpm을 유지하면, 바이몰프 액츄에

이터의 최대 출력전압은 오히려 감소하여 약 3.7

V의 최대전압을 나타내었다. 모터의 회전속도가

최적일 때, 바이몰프 액츄에이터 및 캐패시터에서

최대의 출력전압이 나타나는 현상은 바이몰프 액

츄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진동수와 모터의 회

전에 기인한 진동수와의 공진에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이몰프 액츄에이

터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최대 출력전압의 변화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모터 회전 속도에 따른 측정된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의 주기와 캐패시터의 최대

발생전압.

Table 2. The measured frequency of bimorph

actuator and the maximum output

voltage of the capacitor as a function

of the motor’s rotational speed.

Rotational Speed
(rpm)

Frequency
(Hz)

Output Voltage
Max. (V)

2500 80 3.7

2000 68 10.4

1500 77 8.57

1000 78 8.15

500 82 2.45

모터의 회전속도가 500 rpm에서 2000 rpm까지

증가함에 따라 측정된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의 주

파수는 82 Hz에서 68 Hz까지 감소한 반면, 캐패시

터의 최대 출력전압은 2.45 V에서 10.4 V까지 꾸

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터의 회전속도가 2500

rpm으로 더욱 증가하면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의 주

파수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캐패시터의 최대 출력

전압은 감소하였다. 즉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최대

출력전압은 모터의 회전속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

니라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의 진동과 PZT-PNN-

Fe 압전세라믹의 고유진동에 의한 공진주파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하게 압전성의

PVDF (poly vinylidene fluoride) 막을 사용한 바

이몰프 형태의 트랜스듀서에서도 공진주파수에서

최대의 출력전압이 구현됨을 관찰할 수 있다[11].

상기의 표 2에 의하면, PZT-PNN-Fe 압전세라믹

바이몰프 액츄에이터의 공진주파수는 약 68 Hz 정

도로 추정된다. 아래 그림 7은 본 연구를 통해서

제작한 PZT-PNN-Fe 압전세라믹 바이몰프 액츄

에이터의 공진 조건에서 최대 출력전압의 구현을

통해서 60 mW 급의 LED (Light Emitting Diode)

가 구동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b)의 노란

색 원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witch-on 상

태에서는 60 mW 급의 연두색 LED가 구동됨을

알 수 있다.

(a) LED light OFF (b) LED light ON

그림 7. LED 점등 사진.

Fig. 7. Photograph of LED lighting.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ZT-PNN-Fe 압전세라믹 바이

몰프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하비스팅 시스

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가전압에 따른 바이몰프 액츄에이터는 인가전

압의 증가에 따른 변위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

였으며 12.53 μm/V의 비교적 큰 변형률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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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터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바이몰프 액

츄에이터의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0 rpm의 회전속도를 가질

때, 68 Hz의 공진주파수를 가지며, 최대의 출력

전압 특성이 나타났다.

3. 충전회로 설계 및 특성평가를 실시하여 바이몰

프 액츄에이터의 공진주파수가 68 Hz 일 때, 캐

패시터에 축적된 최대 구동전압은 10.4 V로 60

mW급의 LED를 구동할 수 있었다.

향후 PZT-PNN-Fe 압전세라믹을 이용한 에너

지 하비스팅 시스템은 전자노이즈가 발생되지 않

을 뿐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의료용이나 구조물 진단용 센서의 전원과 같은 소

규모 전원 뿐만 아니라, 상용화 개발을 통하여

e-paper, mobile phone, IMT2000, PDA등과 같은

차세대 전자장치의 전원으로의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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