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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지진 같은 자연 재해로 구조물에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건축물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발생한 작은 손상으로부터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
 국내에서도 구조안전성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며, 이에 대한 법률이

나 제도가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다.
(2)
 여러 해석

적 방법, 센서의 활용, 기계적 장치를 활용하는 등 

구조물에 발생하는 힘을 감지하고 구조물의 안전

도를 최대한 자세히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6)

 본 연구는 압전 

페인트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크기에 영향 받지 않

고 그 표면에 적용하여 물체에 발생하는 힘들을 

모니터링하고 위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1.2 연구 동향 

압전 재료는 기계적인 힘과 전기적 신호 상호간

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작동기 및 센

서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압전 재료 중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압전 세라믹은 전기기계 

결합 계수가 높고 실온에서의 안정적인 물성을 유

Key Words: Piezoelectric(압전), Paint(페인트), Composite(복합재료), Boundary Conditions(경계 조건), Impact(충격) 

초록: 압전 페인트는 얇은 막의 형태로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도포되어 광범위한 면적에 발생되는 진동

이나 충격을 검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압전 페인트가 코팅된 구조물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충격이 가해진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지 평가해 보고, 다양한 경계 조건에 대해 충격 위

치 검출에 차이는 없는지 살펴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압전 페인트 센서는 네 영역으로 알루미늄 시편 

위에 코팅되었고 분극 과정을 거친 후 한 영역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전압의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였다. 실험 결과, 충격이 가해진 부분 외 나머지 영역에서는 충격신호의 크기가 매우 작아 충격 신호

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경계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조건에서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서만 큰 충격 

신호가 검출되었다. 

Abstract: Piezoelectric paint can be used to monitor vibrations or impacts occurring in large engineering structures 

such as ships and airplan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detection characteristics of a piezoelectric paint sensor 

and possible errors in detecting impacts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s. The piezoelectric paint sensor used in this 

study was coated on an aluminum plate with four different electrode areas. After the occurrence of the poling process, 

the output voltages from the paint sensors were obtained when impact occurred in a certain sensor region. The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a large difference in magnitudes between the sensor signal in the impact region and those 

in the other regions , and this relation was maintained regardless of the changes in the boundary conditions. 

† Corresponding Author, reon.kang@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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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7~9) 대부분의 압전 세라믹은 티탄산-

지르콘산-연(PZT)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PZT 는 

취성 재료로 깨지기 쉬워 다방면에 활용하기에 어

려움이 많다. 반면에, 유연한 압전 재료로는 고분

자 재료인 불소고분자 PVDF(Polyvinylidene 

Fluoride)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압 측정, 회

로 활용, 충격 측정 등 센서나 작동기로 활용이 

가능하다.
(10,11)

 하지만, 세라믹 소자에 비해 그 출

력이 많이 부족하고 사용 온도 범위가 넓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에 압전 세라믹과 압전 고분자의 

장단점을 적절히 이용, 보완하기 위하여 압전 복

합재료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으며, 그 중 하나인 

압전 페인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압전 세라믹 분말과 고분자 수지로 구성된다. 

2) Self-powered 페인트로 외부의 추가적인 동력

원 필요 없이 센서 역할이 가능하다.  

3) 표면의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아 곡선 형태

나 좁은 영역에도 쉽게 적용 가능하고, 기존 센서

와 달리 접착층이 따로 필요 없다.  

4) 매트릭스(수지) 상에 적합한 중합체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압전 페인트의 특성을 특정 요구 

사항에 충족시킬 수 있다. 예로써, 부분별 감도를 

달리한 압전 페인트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압전 페인트 센서를 

구조 비파괴 검사와 구조물 내부의 결함 진

단,
(12,13)

 진동 측정(14)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

다. 하지만, 현재까지 적용된 압전 페인트는 무게

비가 높고(15)
 물성 측정 방법에 대한 정의가 없으

며, 그 활용범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1.3 연구 방향 

기존의 압전 페인트 대비 경량화 되면서 상온에

서 분극이 가능한 압전 페인트 센서 개발을 위하

여 유연 압전 세라믹의 일종인 PNN-PZT 

(Pb(Ni1/3Nb2/3)O3–Pb(Zr, Ti)O2) 압전 세라믹 파우더

와 전기 전도성이 낮고 접착성이 우수한 에폭시 

수지를 혼합한 PNN-PZT/Epoxy 압전 페인트를 제

작하였다. PNN-PZT 를 제작할 때 사용한 5 가지 

재료의 무게비를 Table 1 에 나타내었으며, 페인트 

제작에 사용한 에폭시는 국도화학 KFR-120 과 

KFH-150 을 100:27 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압전 페인트 대비 경량화된 

압전 페인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압전 세라믹 파우 

더와 에폭시 수지의 무게비를 1:1 로 혼합하여 페

인트  센서를  제작하였고 ,  이렇게  제작된  압전 

Table 1 Material weight percent 

Material Weight percent (%) 

PbO 68.30 

TiO2 7.70 

ZrO2 5.09 

Nb2O5 14.77 

NiO 4.15 

 

 

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piezoelectric paint 

 
페인트를 알루미늄 평판 위에 입혀 충격 신호를 모니

터링하고자 하였다. 충격 신호가 발생한 지점을 찾기 

위하여 압전 페인트 센서의 전극을 네 부분으로 나누

고 각 부분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나머지 부분과 달

리 센서 신호의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였고, 경계조건

을 달리하였을 때에도 압전 페인트의 충격 검출 특성

이 달라지지는 않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2. 실험 절차 

2.1 PNN-PZT 파우더 제조 

먼저 실험할 압전 페인트의 주 재료인 PNN-PZT 파

우더를 제조한다. 압전 파우더 제작에 사용된 시약들

로 PbO, TiO2, ZrO2, Nb2O5, NiO 가 사용되었다. 약 

4wt%의 NiO 를 첨가하여 소결 과정에서의 온도를 낮

출 수 있었다(6)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NiO 비율을 4.15% 정도로 유지하여 소결시 1,2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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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과정을 1,000℃로 낮춰 소결 과정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을 개략해 보면 Fig. 2 와 

같다. 먼저 앞서 준비한 시약들을 혼합해 섞는 

Ball Milling 과정을 거친다. Ball Milling 은 280rpm 
 

Table 2 Calcination and sintering process 

 Calcination Sintering 

Step1 

From room 

temperature 

to 900℃ (100℃/h) 

From room 

temperature 

to 500℃ (100℃/h) 

Step2 900℃, 2h 500℃, 2h 

Step3 - 
From 500℃ 

to 1,000℃ (100℃/h) 

Step4 - 1,000℃, 2h 

 

 

Fig. 2 Void removal using a vacuum desiccator 

 

 

Fig. 3 Dimensions of the aluminum plate specimen 

으로 24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용제로는 증류수

를 사용했다. 증류수와 잘 혼합된 혼합물은 80℃

에서 60 시간 동안 건조한다. 건조된 재료는 잘게 

분쇄한 뒤 하소 과정에 들어간다. 하소 과정은 

900℃에서 2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Table 2), 다시 

Ball Milling 과 건조, 분쇄과정을 거친다. 잘게 분

쇄된 재료는 Sieving과정을 거쳐 53 �� 이하의 압

전 파우더를 얻게 된다. 
 

2.2 PNN-PZT/Epoxy 페인트 제작 

제작한 압전 파우더를 1,000℃에서 2 시간 소결

(Table 2)하고 다시 한번 Sieving 하여 압전 페인트

로 사용될 53 �� 이하의 미세가루로 만든다. 소결 

후 다시 Sieving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에폭시 수

지와 혼합되었을 때 좀더 분산을 좋게 하고 각 파

우더의 크기가 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페인

트 제작에 사용한 에폭시는 풍력 블레이드 복합재 

구조물에 적용하는 에폭시인 KFR-120 과 KFH-

150(국도화학)을 100:27 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하

였고 전체 압전 파우더와 에폭시의 무게비는 1:1

로 하였다. 전극은 실버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제

작하였다. 압전 페인트는 에폭시 수지 내에 압전 

파우더가 골고루 분포된 상태로서 압전 세라믹과

는 달리 분극시 분극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센서 

신호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분극 중에 

미세한 기공 등이 존재하면 상하부 전극이 도전되

면서 타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분극 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연 압전 세라믹인 PNN-PZT 를 사용하고 전계를 

18.75kV/mm 로 높여 분극 처리를 하였고, 기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ig. 2 와 같이 진공 데시케이

터에 약 10 분간 압전 페인트를 혼합한 후 사용하

였다.  

 

2.3 PNN-PZT/Epoxy 페인트 적용과 충격 실험 

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Fig. 3 과 같이 알루미늄 

평판으로 제작하였다. 경계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주변 경계를 약 22mm 폭의 여유를 두었으며 외력

의 위치에 따른 출력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전극

을 네 영역으로 나누었다. 외력에 대한 경계조건

과 힘의 작용 범위의 표기는 Fig. 4 와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임팩트 지점과 고정단의 개수에 따라

서 실험을 12 개 case 로 나눠 수행하였다. 구체적

인 시편의 사양과 분극 조건은 Table 4 에 나타내

었으며, 한 변이 약 200mm 인 정사각형 알루미늄 

판에 그 안쪽에 경계를 제외하고 한 변이 6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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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inition of the test cases considering the 
boundary conditions and the impact position 

 
Boundary Condition 

BC1 BC2 BC3 

Impact 

Position 

S1 BC1-S1 BC2-S1 BC3-S1 

S2 BC1-S2 BC2-S2 BC3-S2 

S3 BC1-S3 BC2-S3 BC3-S3 

S4 BC1-S4 BC2-S4 BC3-S4 

 
Table 4 Specification of the Aluminum test specimen 

Specimen Size 203 ⨉ 203(mm
2
) 

Specimen Weight 118g (Al plate) + 10g (Paint) 

Sensor Area 66.5 ⨉ 66.5(mm
2
) 

PNN-PZT/Epoxy 

Paint Thickness 
0.08(mm) 

Poling Treatment 
18.75kV/mm, 20min,  

at room temperature 
 

 

 

Fig. 4 Boundary condition definition for impact test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impact test 

인 정사각형 전극을 입히고 각 영역에 분극 처리

를 하였다. 분극시 조건은 상온에서 18.75kV/mm

로 20분동안 진행되었다. 전체 실험 셋업은 Fig. 5

와 같다. 외력은 임팩트 해머를 사용하여 충격을 

주었고, 출력되는 데이터들은 DS1103 DSP 

Controller 를 이용하여 10kHz 의 취득 주파수로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3. 실험 결과 

하나의 고정단을 경계조건으로 설정했을 경우

(BC1) 나타나는 출력 값은 Figs. 6~9 와 같은 결과

를 보인다. 10 초 동안 5~8 회 충격 크기를 점점 

증가하였을 때 발생한 센서의 출력을 확인하였다. 

외력이 가해진 부분(박스 내의 그래프)만 압전 페

인트의 출력 전압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전압의 크기는 충격 크기에 거의 비례하며 증가하

였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그 신호가 매우 작아 

육안으로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응

답신호의 감도는 외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이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계조건을 달리하여 고정단을 두 부분에 

(‘ㄱ’자 형태) 설정했을 경우(BC2)의 출력은 Figs. 

10~13 과 같이 나타났다. BC1 실험 결과와 유사하

게 실제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서만 큰 출력 전압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s. 14~17 은 세 번째 경계조건으로 ‘ㄷ’ 자 형

태로 고정단을 설정한 경우(BC3)의 출력 값을 보

여준다. 이 조건에서도 출력신호는 외력이 가해진 

센서 영역에서만 그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력

이 가해진 부분을 쉽게 모니터링 가능하다. 또한, 

그 결과는 BC1과 BC2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Figs. 18~20 에는 S1 영역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Figs. 6, 10, 14)에 대한 각 영역별 출력 전압을 한

꺼번에 나타낸 그래프로서, 그림에서 보듯 충격이 

가해진 지점 이외의 영역에서는 출력 전압의 크기

가 충격이 가해진 지점에서 출력되는 전압 대비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경계조건을 달리해도 충격이 실제 가

해진 지점에서 큰 출력 전압이 발생하고, 나머지 

충격이 없던 영역에서는 출력 전압이 매우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계조건과는 무관하게 충격이 

가해진 영역의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S1~S4 각 영역별로 센서 감도의 차

이는 없는지 검토해 보기 위하여 Figs. 6~17 의 결

과에서 힘과 출력 전압의 최대값을 비교하여 Figs. 

21~23 에 나타내고 1 차 curve fitting 을 통해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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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pact signal in case of BC1-S1 

 

 

 

Fig. 7 Impact signal in case of BC1-S2 

 

 

 

Fig. 8 Impact signal in case of BC1-S3 

 

 

 

Fig. 9 Impact signal in case of BC1-S4 

 

Fig. 10 Impact signal in case of BC2-S1 

 

 

 

Fig. 11 Impact signal in case of BC2-S2 

 

 

 

Fig. 12 Impact signal in case of BC2-S3 

 

 

 

Fig. 13 Impact signal in case of BC2-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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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mpact signal in case of BC3-S1 

 

 

 

Fig. 15 Impact signal in case of BC3-S2 

 

 

 

Fig. 16 Impact signal in case of BC3-S3 

 

 

 

Fig. 17 Impact signal in case of BC3-S4 

 

Fig. 18 The voltage output of the piezoelectric paint 
sensors at BC1 when the hammer hit on S1 

 

 

 

Fig. 19 The voltage output of the piezoelectric paint 
sensors at BC2 when the hammer hit on S1 

 

 

 

Fig. 20 The voltage output of the piezoelectric paint 
sensors at BC3 when the hammer hit on S1 

 

 

 

Fig. 21 Sensitivity measurement at B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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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nsitivity of the paint sensor at BC1~BC3 

Sensitivity 

(mV/N) 

Boundary 

Condition 
Average 

BC1 BC2 BC3 

Impact 

Position 

S1 0.55 0.61 0.52 0.56 

0.60 
S2 0.51 0.53 0.60 0.55 

S3 0.56 0.54 0.74 0.62 

S4 0.74 0.75 0.58 0.68 

 

 
Fig. 22 Sensitivity measurement at BC2 

 

 
Fig. 23 Sensitivity measurement at BC3 

 

Fig. 24 Sensitivity measurement of the paint sensors 

감도(그래프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보았다. 센서에 

외력이 없는 경우 출력 전압은 0V 이므로 교차점이 

(0,0)인 경우에 대해 curve fitting을 수행하였다. 기울

기 값을 정리하여 Table 5와 Fig. 24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감도는 0.51~0.75mV/N 내에서 각 센서 영역

별로 0.55~0.68mV/N, 평균적으로 0.6mV/N 임을 확인

하였다. 

4. 실험 결과 평가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압전 페인트 센서가 구조물 네 

부분에 나눠져 도포된 경우, 구조물의 경계조건과 

무관하게 각 센서가 일정한 감도를 보이는지 체크

하였으며, 향후 충격 위치 검출 등에 압전 페인트 

센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Fig.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0.6mV/N 수준에서 일정한 감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압전 센서를 

다룰 때 측정하는 압전 물성치인 밀도, 유전율, 압

전 변형률 계수, 탄성 계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 같아, 본 절에서는 공진-반공진법과 같이 표준

화된 압전 물성 측정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압전 

페인트의 물성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

찰하고자 한다. 먼저 압전 페인트의 밀도와 압전 

변형률 계수 d 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압전 페인트의 밀도는 사용한 에폭시의 

밀도 1,170kg/m
3 와 PNN-PZT 압전 세라믹의의 밀

도 7,700kg/m
3 를 이용하여 무게비 1:1 로 혼합한 

경우 이론적으로 2,031 kg/m
3 의 밀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실제 시편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 

2,200kg/m
3
 정도로 약 10% 정도 오차 수준에서 압

전 페인트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압전 물성을 대변하는 압전 변형률 

계수 d 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식 (1)과 같이 압

전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나타낼 수 있다.
(17)
 

V=Q/C                    (1) 

여기서, V는 출력 전압, Q는 전하량, C는 압전 

센서의 정전용량을 뜻한다. C 값은 유전율과 형상

에 따라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C=εA/t                    (2) 

여기서, ε은 센서의 유전율, A는 센서 면적, t는 

센서 두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피던스 

분석기(HP 4194A)를 이용하여 100Hz 와 1MHz 에

서 정전용량 C 를 먼저 실험적으로 측정한 후 유

전율을 계산하였다. 100Hz 는 해당 임피던스 분석

기의 가장 낮은 주파수 범위였으며, 1MHz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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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electric properties of the paint sensors 

Property 

 

 Sensor  

C (nF) at 

100Hz 

C (nF) at 

1MHz 

εr at 

100Hz 

εr at 

1MHz 

S1 2.22 2.02 4.54 4.13 

S2 2.13 1.91 4.35 3.90 

S3 2.34 2.10 4.78 4.29 

S4 2.45 2.18 5.01 4.45 

 

과 같이 높은 주파수 영역을 대변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측정 결과 Table 6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주파수에 따라 정전용량 값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고주파로 갈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압전 페인트 센서의 상대유전율(εr=ε/ε0, 

여기서, ε0=8.854�10
-12
F/m)도 Table 6 에 함께 나타

내었는데, PNN-PZT 의 상대유전율이 1,400-5,000 

수준임(18,19)을 감안할 때 유전율 값이 약 300-1,000

배 가까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식 (1)에서 Q 값은 압전 변형률 계

수인 d33 값을 사용하면 되며, 식 (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Q=d33F3                    (3) 

여기서 d33는 3 방향으로 힘을 가한 경우 3 방향

으로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압

전 변형률 계수이며, F3는 3방향으로 가해진 힘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PNN-PZT 세라믹의 경우에는 

d33 값이 그 조성에 따라 약 800pC/N
(19)혹은 그 이

상이지만 압전 페인트의 경우에는 압전 재료간 연

결성(connectivity)이 매우 낮아 이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측정될 것이다. Table 6 의 정전용량값과 

Figs. 21-23 에서 구한 감도값을 이용하여 d33를 구

해 보았으며, Tables 7-8과 Fig. 25에 그 결과를 요

약하여 나타내었다. 유전율 측정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압전 페인트 센서의 d33 값이 압전 세라

믹의 경우에 비해 600-700 배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압전 페인트의 물성치인 밀도와 유전율, d33값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탄성계수는 인장시험을 통해 

추후 측정을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압전 페인트

의 물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나타낸 연구사례가 거

의 없고, 물성 측정 또한 해석적으로 잘 이뤄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실험 데이터 확보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압전 페인트 센서의 물성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able 7 Piezoelectric strain coefficients at 100Hz 

Piezoelectric 

strain coefficient 

(pC/N) 

Boundary 

Condition Average 

BC1 BC2 BC3 

Sensor 

S1 1.22 1.35 1.15 1.24 

1.38 
S2 1.09 1.13 1.28 1.16 

S3 1.31 1.26 1.73 1.44 

S4 1.81 1.84 1.42 1.69 

 
Table 8 Piezoelectric strain coefficients at 1MHz 

Piezoelectric 

strain coefficient 

(pC/N) 

Boundary 

Condition Average 

BC1 BC2 BC3 

Sensor 

S1 1.11 1.23 1.05 1.13 

1.24 
S2 0.97 1.01 1.15 1.04 

S3 1.18 1.13 1.55 1.29 

S4 1.61 1.64 1.26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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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iezoelectric strain coefficients measurement of 

the paint sensor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NN-PZT(Pb(Ni1/3Nb2/3)O3–Pb(Zr, 

Ti)O2)/Epoxy 페인트 센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

여 구조물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충격위치 검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험을 위해 알루미늄 평판에 

압전 페인트를 도포 후 네 영역으로 나눠 전극을 

제작하였고, 각 영역에 충격을 가하면서 각 센서 

영역별 출력신호를 살펴 보았다. 또한, 경계조건과 

무관하게 충격 위치 검출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하여 보았다. 본 연구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은 

도출할 수 있었다. 

(1) 압전 페인트 센서에 충격이 가해지면 미소



  구조물의 경계조건에 따른 압전 페인트 센서의 충격검출 특성 평가 

 

   

 

1343 

한 (10N 미만의) 충격에도 전압이 출력되었다. 

(2) 압전 페인트 센서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충격 신호 검출이 매우 미미하여 

실제 충격이 가해진 지점을 보다 쉽게 검출 가능

하였다. 

(3) 압전 페인트 센서의 감도는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0.55~0.68mV/N 범위에서 평균적으로 

약 0.60mV/N 감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4) 경계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충격 위치 검출에

는 문제가 없었고, 센서 감도 역시 큰 변화가 없

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압전 

페인트 센서는 향후 구조물의 충격 감지 연구로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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