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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복합재 작동기를 이용한 Hull 구조물의 모델링  진동제어

Modeling and Vibration Control of Hull Structure Using

Piezoelectric Composite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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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압 복합재 작동기가 표면에 부착된 Hull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여 동  특성을 고찰하 으며, 

구조물의 진동제어 특성을 평가하 다. Hull 구조물은 양 끝이 닫 있는 실린더형 쉘 구조물을 고려하 으며, 항공기 동체

나 잠수함과 같은 수  구조물 등의 간단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 구조물의 진동제어를 해 최근 NASA Langley 연구

소에서 개발된 압 복합재인 Macro-Fiber Composite(MFC)를 용하 다. MFC는 압 세라믹 섬유를 이용하여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맞물림 극을 용하여 면내 방향에서 큰 압 효과를 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유한요소모델을 바탕으로 구

조물의 지배방정식을 도출하 으며, 동  특성을 해석하여 실제 제작된 구조물의 실험결과와 비교․검증하 다. 최 제어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구조물의 진동제어 성능을 평가하 으며, 효과 으로 구조물의 진동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Hull 구조물, 동  특성 해석, 압 복합재 작동기, 진동제어

Abstract

In this paper, dynamic modeling of hull structure including surface-bonded piezoelectric composite actuator was developed and 

structural vibration control performance was evaluated. Cylindrical shell structure with end-caps was considered as a host structure 

which could be used as a simple model of fuselage of aircraft and underwater vehicles. An advanced piezoelectric composite, 

macro-fiber composite(MFC), which has been developed in NASA Langley Research Center was applied for the effective structural 

vibration control. MFC has great flexibility by using piezoceramic fiber sheet and enhanced piezoelectric effect for in-plane motion 

by utilizing interdigitated electrode. Governing Equations were derived from the finite element model and modal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Modal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finite element model. Optimal controller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the 

evaluation of vibration control performance. Structural vibration was controlled effectively by applying proper control input to the 

piezoelectric actuators.

Keywords : hull structure, modal analysis, piezoelectric composite actuator, vibr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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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기 해 물질의 구조, 조직, 형상 그

리고 특성 등을 변화시키는 자연의 능력은 인류가 지능 구조물

(smart 혹은 intelligent structure)을 설계하는데 많은 

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능 구조물은 생명체와 같이 외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능동 으로 반응하여 구조물의 안

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Ghandhi 등, 1992). 

지능 구조물은 기본 으로 감지기, 작동기, 제어기로 구성되

며, 이는 각각 인간의 신경계, 근육계, 두뇌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능 구조물을 구성하는 지능 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는 지장과 자기장

의 크기에 따라 유변학  성질이 제어될 수 있는 ER(electro- 

rheological)  MR(magneto-rheological) 유체(최승복 

등, 2003), 온도 조 에 의해 기억된 형상을 제어할 수 있는 

형상기억합 (shape memory alloy) 등(최승복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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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FC 작동기의 구조도

그림 2 MFC 작동기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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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  압 세라믹 이버의 기장 분포

이 있다. 특히 기계  변형에 의해 기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압 인가에 의해 기계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압

재료(piezoelectric material)는 감지기의 특성과 작동기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Chopra, 2002). 압 재료는 단  면 당 발생

력이 우수하여 제품을 작게 만들어야 하는 항공, 우주, 군사 분

야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높은 정 도와 빠른 반응 속도

를 바탕으로 정  치제어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압 재료

를 이용한 작동기는 기본 으로 작동 변형률에 의해 구동되며, 

Crawley와 de Luis 등(1987)은 지능형 보 구조물에 한 

모델링 방법의 연구로 이 분야에 선구 인 업 을 남겼다. 최

근까지 압 재료를 이용한 지능 구조물에 한 연구가 국내외

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나, 부분 보 는 평  형태의 단

순한 구조물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Kim 등, 1996; 신호

철 등, 1996; 이인, 2001; 김흥수, 2005). 최근에는 실린더

형 쉘 구조물 등 복잡한 구조물에 압 작동기를 용하기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곽문규 등, 2006; Qui 등, 1995; 

Tarazaga 등, 2007). 작동기 혹은 감지기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압 세라믹은 취성이 커서 깨지기 쉽고, 곡면 형상

의 구조물에는 용이 불가능한 단 이 있다. 이에 압 복합재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미국 MIT 학에서 압

세라믹 이버를 바탕으로 한 AFC(active fiber composite)

을 개발하여 헬리콥터 블 이드의 비틀림 제어 등에 용하

다(Bent 등, 1995; 1997). 2000년에는 NASA Langley연

구소에서 MFC(macro fiber composite)를 개발하 고 구조

물의 진동제어와 health monitoring 등에 응용하기 한 연

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Wilkie 등, 2000; 2002; Sodano 

등, 2004). 기존의 압 세라믹을 용한 유한요소모델에 한 

연구는 1970년 Allik과 Hughes의 연구로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Allik 등, 1970; Tzou, 1993; Saravano, 

1997), Azzouz 등(2001)은 이방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MFC와 AFC의 유한요소모델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에 MFC 작동기가 부착된 hull 구조물

의 유한요소모델을 상용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구성하고, 

구조물의 동  특성을 악한 후, 진동제어 성능을 평가하

다. 등가 모델을 사용하여 MFC 작동기의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 으며, 이를 hull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에 용하여 

체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 다. 구조물의 동  해

석을 수행하고, 모드 실험 결과를 통하여 검증함으로써 구조

물의 동  특성을 악하 다. 최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구조물의 진동제어 성능을 평가하 으며, 구조물의 진동

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 MFC 작동기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MFC 작동기는 압  세라믹 

이버를 기 로 하여 유연하고, 곡면 형상의 구조물에 응용

이 용이한 장 이 있으며, 면내 방향에서  압  상수를 활

용하여 큰 작동 효율을 낼 수 있고, 이방성 구동이 가능하다. 

MFC 작동기는 사각형의 압  세라믹 이버를 정렬하고, 

맞물림 극(interdigitated electrode)을 사용하 으며, 

이버와 이버 사이, 이버와 극 사이에는 에폭시를 삽입

하여 서로 착하는 것과 동시에 이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 다. MFC 작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맞물림 극을 용하여, 면내 방향으로  압  상수를 사

용한 큰 작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압  세라믹 패치가 상 으로 작은 값을 가지는  압  

상수를 사용하여 면내 방향의 작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보

완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실제 사용된 

MFC 작동기의 사진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쪽의 감지기

와 아래쪽의 작동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을 사

용하 다. 

MFC에 기장 인가시 단일 압  이버에 발생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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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C(Morgan Electroceramics) : poling direction:1

 30.34e9N/m
2  11.7e10N/m

2

 0.31  0.16

 5.52e9N/m
2

Density 7750kg/m
3

 400e-12C/N  -170e-12C/N


 / 916C/m

2 
 / 830C/m

2

Aluminum Beam

Young's Modulus 6.8e10N/m2 Density 2698kg/m3

표 1 MFC, 압  세라믹, 알루미늄의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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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마트 hull 구조물의 기하학  특성

그림 4 스마트 hull 구조물의 개요도

장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극과 (-)극이 교차하는 맞

물림 극을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패턴의 기장 분포가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FC의 유한요소모델을 구성

하는 것은 각각의 이버와 극을 모델링하므로 많은 시간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동기

의 성능을 정확하게 측하면서, 간단한 형태를 가지는 등가 

모델을 용하 다(손정우 등, 2007).

3. 모델링  동  해석

MFC를 용한 Hull 구조물의 모델링  동  특성 악

을 한 모델은 그림 4와 같이 고려하 다. MFC는 Hull 

구조물의 길이 방향의 간에 치하며, 작동기의 성능을 최

화하기 해 원주 방향으로 같은 간격으로 3개가 부착되었

다. 구조물과 MFC는 완벽한 결합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구조물은 공기 에서 자유 경계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구조물의 기하학  특성은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이 때 사용된 알루미늄과 MFC의 물성치는 표 1에 타나

내었다.

스마트 hull 구조물의 기하학  구조와 경계 조건의 모델

링을 해서 유한요소모델링을 수행하 다. 변분법과 유한요

소 이산법을 용한 후, 연성된 유한요소 운동방정식은 다음

과 같이 표 된다.



 


 

 




 






 

 

 




 







 


 

 



 







 





(1)

여기서, 는 노드 변 , 는 기  포텐셜 벡터이다. 은 

구조체의 질량행렬,  행렬은 핑행렬, 는 강성행렬을 

나타낸다. 와 는 압 -기계 연성에 의한 연성 강성행

렬이다. 이 행렬은 입력 압이나 기계  변형에 의해 발생

되는 기  신호에 따라 압  재료가 작동기나 감지기로 사

용되게 한다. 는 기장에 의한 강성 행렬이다. 핑행렬 

는 질량과 강성에 비례하는 값으로 정의를 하 다. 벡터 

는 기계 인 힘 벡터이고, 는 기장의 힘 벡터이다. 

운동방정식은 노드 변 만을 사용하여 축소 모델 형태로 다

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2)

여기서,

 
 (3)

  
 (4)

이다. 식 (2)와 같이 축소된 운동방정식은 각각의 노드 변

가 서로 연성되어 있다. 하지만, 효율 인 제어기를 설계하기 

해서는 비연성 운동방정식이 필요한데, 이를 해 먼  모

드 해석을 수행하고, 얻어진 모달 행렬을 사용하여 역 변

 벡터 를 모달 변  벡터 로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5)

식 (5)를 식 (2)에 입하고, 모달 축소를 하게 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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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고유진동수

(MFC 없을 때)

고유진동수

(3개 MFC)

(3,1) 464.10(Hz) 457.01(Hz)

(4,1) 548.81(Hz) 540.49(Hz)

(2,1) 714.42(Hz) 706.80(Hz)

(4,2) 985.26(Hz) 984.41(Hz)

표 3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격자 요소 수 고유진동수(Hz) 오차(%)

32 × 20 768 518.37 -

64 × 40 3072 481.66 7.08

96 × 60 6912 478.39 0.68

128 × 80 12288 477.44 0.20

144 × 90 15552 477.20 0.05

152 × 100 18088 477.09 0.02

표 2 유한요소모델의 요소 수의 수렴

그림 6 스마트 hull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

(a) (3,1) 모드

(b) (4,1) 모드

(c) (2,1) 모드

(d) (4,2) 모드 

그림 7 스마트 hull 구조물의 모드 형상(해석)

먹임 제어 시스템을 한 비연성된 운동방정식이 다음과 같

이 얻어지게 된다.

 
 (6)

여기서, 모달 질량행렬, 모달 핑행렬, 모달 강성행렬은 다

음과 같다. 

, ,  (7)


, 


 (8)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의 동  특성을 악하기 

하여 상용 유한요소 소 트웨어인 ANSYS를 사용하여 모

드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을 한 유한요소모델을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해석을 한 모델은 실제 모델과 동일하게 

구성하 으며, 양쪽 cap을 제외한 Hull 구조물의 요소 수는 

표 2와 같이 첫 번째 모드의 고유진동수가 0.1%이내로 수렴

할 때로 설정하 다. 구조물은 8  솔리드 요소(SOLID45)

를 사용하 고, MFC는 8  연성계 솔리드 요소(SOLID5)

를 사용하 다. 구조물의 모드 형상은 그림 7에 나타내었고, 

각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표 3에 나타내었으며, MFC의 부착

에 의해 약 5%정도의 고유진동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실제 알루

미늄 구조물을 제작하고, 그림 8과 같이 가속도 센서와 충격 

해머를 이용하여 모드 실험을 수행하 다. 원주 방향으로 24

개와 길이 방향으로 5개, 총 120개의 치에서 반복 실험을 

수행하 으며, 구조물의 주 수 응답함수를 그림 9에 나타내

었다.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같이 MFC를 부착한 경우 고유

진동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으로 구한 구

조물의 모드 형상은 그림 10에 나타내었으며, MFC 작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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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드 실험 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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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스마트 hull 구조물의 주 수 응답함수

모드 유한요소해석(Hz) 실험(Hz)

(3,1) 457.01 474.63

(4,1) 540.49 578.19

(2,1) 706.80 696.50

(4,2) 984.41 1006.23

표 4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a) (3,1) 모드 (b) (4,1) 모드

(c) (2,1) 모드
(d) (4,2) 모드 

그림 10 스마트 hull 구조물의 모드 형상(실험)

가 부착된 경우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표 4에

서 비교하 다. 구조물의 모드 형상은 ANSYS를 이용한 유

한요소해석 결과와 동일하 다. 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가 약 5%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

나 이는 실험에서 정확한 경계조건을 구 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4. 진동제어

구조물의 효과 인 진동 제어를 하여 LQG 제어기를 설

계하 다. 외란과 측정 잡을을 고려한 상태공간 운동방정식

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9)

여기서, 는 상태변수벡터, 는 입력벡터, 는 출

력벡터이고, 는 시스템 행렬, 는 입력 행렬, 는 출력 

행렬이다. 외란 와 측정잡음 는 변동없는 평균을 

가지는 Gaussian 백색 잡음으로 가정한다. 

식 (9)로부터 LQG 제어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

여기서, 는 측된 상태를 나타내고, 는 제어 이득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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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3,1) 모드 진동제어 시뮬 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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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3,1) 모드 진동제어 실험 결과

은 Kalman filter의 이득 행렬이며, Riccati 방정식의 해

로부터 구할 수 있다. 제어 입력은 다음과 같은 성능 지수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결정된다.

 



 (11)

여기서, 가 치 행렬 와 은 양반한정이다. 

LQG 제어기를 용하여 구조물의 진동제어 성능을 컴퓨

터 시뮬 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 다. 가 치 행렬은 

 5×105,  1로 설정하 다. 한 각 모드

에 하여 0.2%의 비례 핑을 가정하 다. 첫 번째 공진 

모드인 (3,1) 모드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그림 11에 나

타내었다. MFC에 제어 입력을 인가한 후 구조물의 진동이 

30%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한 진동제어 결과는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200V의 제어 입력을 인가하여 약 40%의 진동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MFC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진동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압 복합재인 MFC를 용

한 스마트 Hull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을 구축하고, 상용 해

석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동  특성을 악하 다. 실제 구

조물을 제작하여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검증하 으며, 

구축된 모델을 바탕으로 제안된 스마트 구조물의 진동 제어 

성능을 확인하 다. MFC의 등가모델을 사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고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 다. 상용 

해석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MFC가 부착된 구조물의 동  

특성을 악하고, 모드 실험을 수행하여 해석 결과를 검증하

여 제안된 유한요소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 다. 구축된 모

델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진동제어를 한 제어기를 설계하

고, 이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진동제어 성능을 확인하 다. 제

어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한 제어 입력을 MFC에 인

가함으로써 구조물의 진동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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