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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무선기술이나 MEMS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휴

용기기나 무선감시장치의 소형화와 더불어 자체 원공

에 한 필요성이 한층 증가되었다. 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 휴 장치들은 원공 용 지의 수명한계로 인하여 

지를 주기 으로 충 시키거나 외부 원에 연결해야만 하

는 불편함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수명 때문에 재

래의 지들은 많은 무선설비나 센서장치에 용하는데 있

어서 심각한 불편을 래하고 있다. 지 까지 자체발 설비

를 갖춘 휴 용 장치의 부분은 GPS를 이용하여 야생동물

의 치추  장치나 교량의 구조변형 검출센서의 동작 원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다. 

만약 주 환경으로부터 에 지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존

의 지를 신하거나 지에 에 지를 충 할 수 있는 신

재생에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의 방

법이 압 소재를 이용하여 주 의 진동에 지로부터 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진동에 지로부터 생성되는 에 지는 

압 소재를 이용하여 진동하는 물체로부터 쉽게 얻을 뿐만

이 아니라 구 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압 체에 기계  

에 지가 가해지면 기 하의 생성에 의해서 기에 지로 

변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반 로 기에 지를 가하면 기

계  에 지로 변환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압 체는 기에 지와 기계에 지간의 상호

변환이 가능하고 응용분야에 따른 설계와 제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각종 트랜스듀서나 센서소자로써 폭 넓게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의 지공 방식을 

신할 충 이 필요 없는 자체 원장치의 한 분야로써 압

소재를 사용한 에 지 하베스  연구개발에 집 해 왔다.

특히 진동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되는 기능을 센서를 

구동시키기 한 발 에 지로 응용하고자 하는 기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이루어졌다[1-5]. 

1996년 Umeda et al 에 의해서 PZT발 에 한 등가모

델이 보고되었다[6]. 이어서 2001년 Gonzalez et al 은 기계

에 지- 기에 지의 변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출력변화를 

이론 으로 측하 다[7]. 그리고 Lefeuvre, E et al 은 진

동력발 의 여러 가지 설계모델을 비교분석하 다[8]. 최근

에 Shen et al 은 시험질량을 갖는 압  바이몰 에 있어서 

출력에 지에 미치는 라미터들을 제시하 다[9]. 

이들 연구의 부분은 PZT 바이몰 의 압과 력출력

특성에 한 이론  해석 내지는 진동모델 그리고 고주 진

동 특성에 한 것이다. 그러나 실용 으로는 실제 바이몰

의 주기 인 주  굴곡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압이

나 에 지에 한 실험  해석을 통해 에 지 하베스터로써 

직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구조와 이를 근거로 한 데이터 

산출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력에 지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진동빔 구조를 도입하여 PZT계 바이몰  압

소자에 주 수 진동에 지를 가할 때 발생되는 출력 압

과 에 지의 변화를 연구 조사하 다. 이를 하여 기  

등가회로 해석을 통해서 진동에 따른 발생 압의 변화를 

측하 으며 실험을 통하여 진동빔의 두께, 길이 주 수에 의

한 출력 압의 크기와 에 지량을 산출하 다. 

2. 바이몰  진동자의 기  등가회로

압  바이몰 는 2개의 세라믹  간에 얇은 속 을 

삽입한 샌드 치 모양의 구조를 이룬다. 간에 삽입된 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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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속 은 큰 진폭이나 충격에 해서 소자의 굴 이나 

손을 방지하는 보강층 역할로 사용된다. 바이몰 의 한 

쪽 끝이 힘을 받게 되면 압  세라믹스 이 구부러지는 과

정에서 한 층에서는 팽창하고 반  층에는 수축작용이 일어

난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하여 압  양측에 하가 발생

하게 되고 출력 압으로 나타난다.    

한 쪽이 고정된 cantilever형 바이몰 에서 가변부의 변

가 일정한 경우 진동모델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a)                          

                      (b)                        
그림 1 바이몰 의 진동모델 (a) 진동변  (b) 압출력

Fig. 1 Vibration model of Bimorph (a) vibration displacement 

(b) Voltage output  

     

그림 1의 진동모델에서, 바이몰 의 변형분포는 길이 에 

비례하므로 고정단의 변형을  , 가변부의 변형을 

  감쇄비라고 하면 방향에 따른 총 변형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1)

그리고 압 체의 압 방정식은 각각 다음 식으로 주어진

다. 

  
    (2a)

  
   (2b)

여기서,   방향의전기변위성분

  응력이일정할때의유전율
 압전정수
  방향의변형량   방향의응력
  방향의전계성분

  전계가일정한경우의탄성 

변형에 의해서 방향으로 발생하는 압과 류는 다음 

식으로 된다. 

압       (3a)

류  
       (3b)

따라서

       

 


      



              (4)

그리고 

   







 


(5)

           
그러므로 류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한 출력 압은 로 주어지므로 간략화 된 기  

등가회로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기  등가회로   

Fig. 2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따라서 압  바이몰 는 외부 진동력에 의해서 변 되고 

그 결과는 기  출력 압 로 나타난다. 결국 출력 압

은 외부 진동력의 함수로 작용하게 되며 이때 압  바이몰

에 가해지는 진동력과 출력 압의 계는 다음 식으로 주

어진다. 



 · (7)

  여기서,   출력전압    압전변위계수   유전상수
  압전바이몰프의두께
  바이몰프에가해지는진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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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압  바이몰 (piezo systems, inc.)의 

구조  재료정수를 각각 그림 3과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림 3 바이몰 의 모양  크기

Fig. 3 Sharp and Magnitude of Bimorph

표   1  압  바이몰 의 재료정수

Table 1 Material constant of Piezo bimorph

라미터 단 정수

Dielectric coefficient 1kHz 1800

d33 C/N 390 x 10
-12

d31 C/N -190 x 10
-12

k33 0.72

Mechanical Q 80

Elastic Modulus Y
E
3 N/m

2
5.2 x 10

10

Stiffness N/m 1.9×10
2

바이몰 의 진동에 따른 기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회 진동장치를 제작하 다. DC 변속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회 축에 롤러를 부착하여 바이몰 과의 항을 최소로 

하 고 바이몰 는 고정 받침 를 이용하여 고정하 다. DC 

변속모터의 회 수는 원장치의 압을 변화시키는 방법으

로 조 하 다. 회 장치의 암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 바

이몰 는 운동에 의한 굴곡작용으로 인해 양 표면에 하가 

발생된다. 이때 발생된 하는 그림 4와 같이 리지회로를 

통해 정류 된 다음 470[uF]의 커패시터에 장되도록 

회로를 구성하 다. 바이몰 에서 발생된 형, 출력 압 등

의 정보는 오실로스코 (agilant, DOS3062A)에 연결된 컴퓨

터를 이용하여 분석 처리하 다. 그림 5에 본 실험에서 사

용된 실험장치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4 출력회로 

Fig. 4 Output circuit

그림 5 실험장치 사진                                    

Fig. 5 Photo of experimental apparatus

4. 실험결과  검토 

           

본 실험에서 사용한 PZT 바이몰 의 진동특성을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압  바이몰 는 2매의 압 으로 구성되

어있기 때문에 진동시에 상, 하 양면이 동시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하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발생 의 (+), (-)가 반

복 으로 나타나면서 상, 하 칭 인 진동특성을 보인다. 

     

그림 6 PZT 바이몰 의 진동특성

Fig. 6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PZT bimorph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한 쪽 면에서 하를 발생하는 

유니몰 에 비해 보다 많은 하가 발생되므로 상당한 에

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림과 같이 바이몰 에 한 번 응력

이 가해지면 바이몰 의 상, 하 진동에 의해서 진동에 지가 

발생하면서 바이몰 의 진동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

된다.       

4.1 진동빔의 길이 변화에 따른 AC출력 압

          

그림 7 진동빔이 결합된 바이몰  구조

Fig. 7 Bimorph structure with vibrati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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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몰 의 진동효과를 증폭시키기 하여 그림 7과 같이 

PZT 바이몰 의 한쪽 단을 고정 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

께 0.5mm의 알루미늄 진동빔을 PZT 바이몰 에 속하

다. 진동빔의 길이는 압  바이몰  길이 L을 기 으로 하

여    ,    ,   의 크기

로 하 다.   

그림 8에 진동빔의 길이 을 변수로 하 을 때의 발생 

형에 의한 AC출력 압   (실효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AC출력 압은 오실로스코  상으로는 그림 6과 같이 사인

 진동으로 측정이 되지만 내부 변환회로를 통해서 실효값

으로 출력된다.     

그림 8 진동빔의 길이 변화에 따른 AC출력 압

Fig. 8 AC output voltage according to vibration beam length

 

진동빔이 없을 때(  )의 AC출력 압이 ~10V 정도가 되

었으나 진동빔을 설치한 경우∼  에서 AC출력 압이 

∼로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진동빔 길이가 바이몰  

길이와 같은   의 시편에서는 17V로 가장 크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특성은 진동빔이 바이몰 의 기본진동주기와 

정합을 이루면서 가장 안정된 진동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

각된다. 진동빔의 길이   에서는 다소 압이 다소 감

소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진동빔 효과를 자세하게 규명하기 하여 진동빔 끝단의 

변 량과 바이몰 의 실제 변 량의 계를 표 2에 나타내

었다. 진동빔의 변 량을 20mm로 고정시켰을 때, 바이몰

의 가장 큰 변형량은 20mm 정도로써 진동빔이 없는 경우이

다. 진동빔의 길이가 증가될수록 바이몰 의 변형량이 이에 

반비례하여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C출력 압은 오히려 

크게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이몰 의 출력 압이 

단지 바이몰  자체의 변형량에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진

동빔과의 진동주기의 합성효과에 의존된다는 것을 보여  

것이다.  

한 진동빔은 출력 압의 증가효과 이외에 바이몰 에 

가해지는 응력을 간 으로 작용시키기 때문에 바이몰 의 

피로작용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서 보다 안정된 진동특성을 

기 할 수가 있다.       

 

표  2 진동빔의 길이와 바이몰  변 량의 계

Table 2 Vibration beam length and bimorph displacement 

 진동빔 길이  0L 0.5L 1.0L  1.5L

바이몰  변 량 20mm 16mm 8mm  4mm

4.2 진동빔의 두께에 따른 AC출력 압 특성 

바이몰 에 작용되는 진동력은 가해지는 외부 응력의 크

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단 한 번의 응력이 가해지고 나

면 그림 6과 같이 자체 진동력에 의해서 연속 으로 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되는 에 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이몰 의 진동력을 가능한 한 오래 동안 유지시키

는 것으로 바이몰  가변단에 시험용 질량을 매단 상태에서 

응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본 실험에서는 시험용 질량 신에 진동빔의 두께를 변화

시킴으로서 질량효과를 갖도록 하 다. 일정 크기의 진동빔 

두께를 증가시키게 되면 결국 진동빔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므로 시험 질량을 갖는 진동자로 간주해도 

별 문제는 없다.      

그림 9에 진동빔의 두께에 따른 AC출력 압을 나타내었

다. 진동빔의 크기   의 경우, 두께   까지는 출

력 압이 증가하 으나 그 이후에 진동빔의 두께에 계없이 

거의 일정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진동 의 길이가 

짧게 되면 빔 자체의 진동효과가 미비하여 PZT 바이몰 의 

진동에 의해서만 압이 발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진동빔의 길이   과   에 있어서는 빔의 두께

가 증가할수록 출력 압이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이 상

은 진동 빔의 진동효과와 함께 질량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의 출력 압이   보

다 다소 크게 나타난 것은 그림 8의 진동빔 길이 변화특성

과 같은 양상이 그 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진동빔의 두께에 따른 AC출력 압 특성

Fig. 9 AC output voltage according to vibration beam 

thickness

 4.3 진동 빔 주 수에 따른 AC출력 압

압  바이몰 에 가해지는 응력의 주기가 변하는 경우 바

이몰  내부의 진동 주기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력특성

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진동빔의 진동주 수에 따른 AC출력 압 형을 그림 10

에 나타내었다. 진동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AC 형의 피

크-피크 값이 약간 증가되는 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은 진동주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단계 진동이 완 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진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진동 

, 후에 발생된 진동의 일부가 첩되어 출력 형의 피크치

가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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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진동 빔 주 수에 따른 AC출력 형

Fig. 10 AC output wave according to vibration beam 

frequency

그림 11에 진동 빔의 주 수에 따른 AC출력 압의 변화

를 나타내었다. 진동주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AC출력 압

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까지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특성

을 나타내었다.

그림 11 진동주 수에 따른 AC출력 압

Fig. 11 AC output voltage according to vibration frequency 

이와 같은 출력 압의 증가 상은 진동주 수가 낮으면 

지수 으로 감소되는 형에 의해서 출력 압이 결정되지만 

진동주 수가 높을수록 비교  큰 폭의 진동 형이 합성되

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동빔의 두께가 증가됨에 따라서 출력 압이 증가

되는 상은 그림 9의 특성 양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4.4  DC출력 압의 진동주 수 의존성

앞에서 진동 빔의 구조변화와 진동주 수의 에서 AC

출력 압의 특성변화를 조사하 다. AC출력 압은 에  지
로서의 효율성은 있지만 실용상 에 지를 장하거나 분배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AC 압을 정류와 

평활과정을 통해서 DC 압으로 변환함으로써 효용성을 높

일 수 있다. DC로의 정류과정은 그림 4의 리지 정류회로

와  의 커패시터가 병렬 연결된 회로구성으로 이루어

졌다. 부하 단에는 항 신에 DC로 등되는  LED를 연

결하여 DC출력 압의 변화를 가시 으로 확인하 다.    

그림 12 진동주 수에 따른 DC 출력 형특성

Fig. 12 DC output wave according to vibration frequency 

그림 13 DC출력 압의 진동주 수 의존성 

Fig. 13 Vibration frequency dependence of DC output 

voltage

그림 12에   의 진동 빔에 있어서, 12 간 진동시

켰을 때의 DC 압 변화를 진동주 수 함수로 나타내었다. 

진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DC출력 압은 거의 직선

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한 진동주 수가 커질

수록 DC 압의 증가 속도 기울기가 크게 커지는 특성을 나

타내었다. 

이 결과는 그림 11의 AC출력 압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진

동 빔의 주 수가 증가할수록 AC출력 압이 증가되는 상

에 련된다. 그림 12의 결과로부터,  각각의 주 수에서 12

 동안 진동시켰을 때의 DC출력 압의 진동주 수 의존성

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DC출력 압은 진동빔의 두께에 계없이 진동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는 특성을 나타내었

다. 그리고 진동빔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진동빔의 무게가 

증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을 뿐 큰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특히  에 있어서 DC 압이 진동빔의 두

께와 계없이 12 간 진동 시에 약 3.6V로 일정하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은 특성은 진동주 가 매우 낮은 경우, 진동빔이 

자유로운 진동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진동 , 후 진동이 

상호 으로 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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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에 있어서의 DC출력 압 형  

Fig. 14 DC output voltage wave at  

그림 11의 AC출력 압과 비교할 때,   에서 AC

압이  를 나타났으나 그림 13의 DC출력 압에서 

3.6V로 낮게 나타난 것은 리지정류 소자와 평활 커패시터

의 내부 항에 의한 압강하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  진동에 있어서 진동빔의 DC 압출력의 변화를 자

세하게 찰하기 하여 주 수 0.35Hz 에서의 DC 압출력 

형을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진동이 반복될 때 마다 ~ 

0.5V의 DC 압이 계단식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 수는 사람의 보행주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

되는 DC 압출력을 보행에 의한 자가발 용 원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5 진동주 수에 따른 장에 지 특성

일반 으로 정 용량 C인 커패시터 양단에 압 V가 생

성되었을 때 커패시터에는 다음 식으로 표 되는 에 지가 

장된다.  

  

 (8)

그림 13의 DC출력 압으로부터,   커패시터에 장

된 에 지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진동주 수에 계없이 

1회 진동시에   커패시터에 0.5V가 충 되므로  (식 8)

를 이용하여 에 지로 환산하면 ~0.06 mJ이 되고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압의 제곱에 비례하여 에 지가 증가되므로 

  인 경우 12회 진동 때의 압 3.6V를 용하면 약 

3mJ의 에 지가 장된다. 한 진동빔의 두께가 증가할수

록 출력에 지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진동 의 두께효과가 매우 하게 나타났다.     진

동 의 경우 의 진동주 수에서 의 에 지가 생성

되었다. 

  

그림 15 진동주 수에 따른 장에 지

Fig. 15 Storage energy according to vibration frequency 

     

                  5. 결  론

압  바이몰 가 자가발 용으로 사용될 때 가장 큰 

은 큰 에 지를 얻는 구조와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알루

미늄 재질의 진동빔 구조를 도입하여 주  진동시에 발생

되는 출력 압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진동빔의 길이와 바이몰 의 길이가 같을 때 DC출력

압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진동빔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DC출력 압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바이몰  길이와 같은 진동 빔을 사용한 경우, 매 진동

시  의 커패시터에 약 0.06mJ의 에 지가 장되었다. 

4. 진동빔의 진동주 수가 증가될수록 출력에 지는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냈으며   의 진동빔의 경우 12

간의 진동으로,   에서 약 3mJ,   에서는 

165mJ의 에 지가 생성되었다.      

     

∼정도의 주  진동은 건강운동기구의 작동이

나 보행 시에 발생되는 기계  진동으로써 재생 가능한 에

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압  바이몰 에 한 

보다 종합 인 해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뛰어난 자가발 장

치로의 응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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