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9권 제6호(2016.12) 571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29(6)

pp.571∼575, December, 2016

https://doi.org/10.7734/COSEIK.2016.29.6.571

pISSN 1229-3059  eISSN 2287-2302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변형 고분자의 동  진동에 한 멀티스 일 해석

윤 정 훈1․Chenzhe Li1․정 하 1․최  명1․조 맹 효1†

1
서울 학교 기계항공공학부

Multiscale Analysis on Vibration of the Photo Responsive Polymer

Jung-Hoon Yun1, Chenzhe Li1, Hayoung Chung1, Joonmyung Choi1 and Maenghyo Cho1†

1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Abstract

Photo responsive polymer(PRP) is well known for its photo deformation under UV light, and goes back to its original shape in 

visible light due to the photoisomerization of the azobenzene inside the PRP. In this paper, dynamic study of the vibration in PRP is 

discussed. In order to predict photo-deformation of the PRP a multiscale modeling is introduced which covers quantum level photo 

excitation, microscopic morphology, and macroscopic deformation of the PRP. A simple 1D beam model is introduced to model 

dynamic bending behavior of the PRP. Through fast Fourious transformation analysis, we identify that vibration frequency of the 

PRP can be controlled by light polariza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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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e for photo-deformation of PRP triggered 

by trans-cis photoisomerization of the azobenzene

1. 서    론

변형 고분자(PRP)는 자외선을 받을 경우 수축 혹은 팽창 

등의 변형을 하며 이 상태에서 가시 선 는 열을 받을 경우 

원래 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White and Broer, 

2015; Ikeda, 2003). 이러한 가역 인 거동성과 빛에 의한 

정 성, 원격성 덕분에 아조벤젠 기반의 변형 고분자는 넓은 

분야에서 연구되어왔고, 이를 이용한 굽힘변형(Yu et al., 

2004), 나선변형(Wie et al., 2015), 양방향 변형(Lee et 

al., 2012)에 한 보고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PRP 가역 인 변형의 원인은 PRP 내에 존재하는 

아조벤젠기(azobenzene monomer)의 trans-cis 이성질화 

상(photoisomerization)에 기인을 한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조벤젠이 자외선(UV)를 받아 trans 상태에서 

cis 상태로 변할 경우 아조벤젠 주변의 고분자 배열이 흐트러 

지게 되고, 종국에는 PRP의 수축이 발생하게 된다. 반 로 이 

상태에서 가시 선을 받아 아조벤젠이 cis 상태에서 trans 

상태로 되돌아올 경우 흐트러진 아조벤젠 주변의 고분자 배열이 

원래 로 돌아오게 되면서 변형이 복원된다(Ikeda, 2003).

다양한 PRP의 변형  주목할 만한 변형은 빛의 입력에 

따른 PRP 시편의 진동 상으로 이는 White 등(2008)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Broer 등(2016)의 그룹 

에서 가시 선 자외선 두 개의 빛을 이용하여 진동 양상을 

재 함으로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PRP의 동  진동은 MEMS의 거동부, 센서의 

트 개발에 활용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들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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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뿐만 아니라, PRP의 온도에 따른 상변화, 그리고 굽힘 

변형에 따른 빛의 조사각도 변화 등 다양한 조건들이 변형 

양상에 향을 주어 이를 정확하게 측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빛의 입력, 편 방향, 입력 각도와 

온도에 따른 변형률을 측하기 해 양자역학 고분자역학 

연속체역학을 통합한 멀티스 일 기법을 제안하 다. 양자 

역학 트에서는 빛의 입력에 따른 azobenzene의 들뜸 

상을 해석하고, 고분자역학 트에서는 azobenzene의 trans 

cis 상태, 온도에 따른 변형률을 측한다. 연속체 역학 

트에서는 1D Bernoulli 빔 이론을 이용하여 변형률에 

따른 PRP의 굽힘 변형을 시간 변화에 따라 모사한다.

2. PRP의 멀티스 일 해석 방법론

이 장에서는 PRP에 한 멀티스 일 이론을 소개한다. 

양자역학, 고분자역학, 연속체 역학 트별로 련된 수식을 

소개하고 이에 한 상세한 기술을 한다. 

2.1 STIRAP를 이용한 들뜸 상 모사

PRP의 변형 거동 양상은 PRP 안에 들어있는 azobenzene 

monomer의 trans-cis 이성질화에 의해 야기되며, PRP 

내부에 있는 azobenzene의 trans-cis 비율은 PRP의  

변형률과 정비례 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역학의 섭동 

이론(perturbation theory, 혹은 Fermi’s Golden rule)에 

기반한 Stimulated Riman Adiabatic Passage (STIRAP) 

(Boris, 2005) 기법을 아조벤젠의 이성질화 비율 측에 

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빛의 세기, 빛의 편  각도에 따른 

trans-cis 이성질화 비율을 시간 변화에 따라 유추하 다. 

STIRAP 기법을 이용하여 유추한 아조벤젠의 이성질화 식은 

다음과 같다(Yun et al., 2015).




 ∙ ∙  (1)

∙ ∙  


는 아조벤젠의 cis 비율을 의미하며,  그리고 는 

각각 자외선과 가시 선의 세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각각 자외선 가시 선의 편  방향을 의미하며, 는 아조벤젠의 

trans에서 cis 역변환에 한 시간 상수를 의미한다. ~는 

응상수로 본 연구에서는 Yun 등(2015)의 논문에 나온 

상수를 차용하 다. 한 는 향이 미비하여 0으로 가정 

하 다. 

체 PRP에서의  분포를 측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식 (1)을 식 (2)의 Non-linear Beer’s Law와 엮어 체 

구간에서의  분포도를 구하 다(Yun et al., 2015).




∙∙, () (2)

는 빛의 조사 표면에서부터 침투 방향으로의 깊이를 

의미하며, 는 아조벤젠이 trans 상태일 때 나타나는 자외선 

() 혹은 가시 선()의 단  깊이당 빛의 흡수 

율을 의미한다. 은 trans상태의 흡수율 비 cis의 흡수 비율을 

의미한다. 련 수치들은 Yun 등(2015)에서 차용해 왔다.

2.2 고분자역학을 이용한 변형 측 

식 (1), (2)에서 구한 trans-cis 이성질화 비율은 Initial 

step length modeling을 통해 PRP의 배열도로 변환이 

된다(Yun, 2015).

 ∙
∙ (3a)

 ∙ ∙ ∙ (3b)

∙

∙

 (3c)

은 initial step length로 PRP의 배열정도를 나타내는 

3×3 텐서이며, 는 변형 이 의 배열정도를 나타낸다. 

배열의 흐트러짐 정도는 각각 , 
의 변환 텐서로 표 이 

된다. 이  은 아조벤젠의 trans-cis 변환에 의한 섭동을 

표 하며, 는 trans-cis 변환을 통해 발생하는 배열의 

열역학  변화를 표 한다. 는 PRP 내 아조벤젠의 몰 

비율을 의미하며, 는 아조벤젠이 trans-cis로 변환할 시 

나타나는 아조벤젠 주변의 변형률을 의미한다. 는 PRP의 

배열이 nematic 상에서 isotropic 상으로 변화할 확률을 

의미하며, 이는 아래의 식 (4)에 의해 규정된다.

   (4a)

 ∙ ∙ (4d)

 ∙ ∙ (4c)

  ∙ ∙∙  (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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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e for photo-bending estimation of the 

PRP

Fig. 3 2D bar modeling of the photo bending of PRP

는 PRP 내부의 고분자 단량체간의 평균 거리 에 따른 

상호작용 에 지를 의미하며, 이는 host 단량체간의 에 지 

와 host-guest 단량체간의 에 지인 의 평균(식 

(4c))에 의해 결정된다. 는 온도와 아조벤젠의 trans-cis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식 (4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에 

따른 단량체간의 평균거리 에 아조벤젠이 trans에서 cis로 

변할 때 생기는 평균거리  ∙ ∙를 합산하여 추정한다. 

는 아조벤젠 단량체 하나가 trans에서 cis로 변할 때 

나타나는 거리변화를 의미한다. 식 (4d)의 는 정상 상태일 

때의 단량체간의 평균 거리를 의미하며 이는 단량체간의 

합률인 , 그리고 온도 에 향을 받는다. ,, 

~,는 응상수로, PRP와 아조벤젠의 단량체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용된 PRP물질은 1,4-bis-[4- 

(3-acryloyloxypropyloxy)benzoyloxy]-2methylbenzene 

(RM257, Synthon), 그리고 4-4‘-bis[6-(acryoloxy)hexy 

loxy]-azobenzene (A6ZA6 Beam Co.)이며, 련 응 

상수들은 Yun 등(2015)의 논문에서 가져왔다.

은 식 (5a)와 같이 ║와 ⊥ 두 요소로 이루어진 각 

행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 dicroic ratio로 주로 ║와 

⊥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PRP의 배열이 잘 되어있을 때에 은 

1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PRP의 배열이 흩어질수록 의 

값은 1로 수렴하게 된다. 아조벤젠이 trans에서 cis로 바  

이후에 나타나는 dichroic ratio()와 아조벤젠이 변형되기 

의 dichroic ratio()의 비율은 PRP의 배열방향으로의 

수축률에 비례하며, 식 (5b)의 계를 통해 PRP 배열 방향의 

수축률로 정의가 된다. 이를 비압축성 가정에 용하게 되면 

식 (5c)와 같이 변형 텐서로 도출이 되며. 식 (4d)를 통해 

실질 인  변형률 으로 변환이 된다(Yun et al., 2015).

 











⊥
⊥
║

(5a)

 ║⊥ , ∆  (5b)












∆
∆∆

(5c)

 

 ∙ 











∆
∆

∆ 
(5d)

2.2 연속체 역학을 이용한 PRP의 동  측 

연속체 스 일의 변형을 측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Bernulli 

beam 이론을 용하여 굽힘 변형을 측하 다.  변형에서 

나타나는 굽힘(bending)양상을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의 회  모멘텀에 의해 발생하는 굽힘으로 가정할 경우, 

변형 시 발생하는 각도 변화는 식 (6)를 통해 모사할 수 있다.

∙∙






∙∙∙ (6a)

 





∙∙,   


(6b)

∙

 




∙∙ (6c)

는 변형에 의해 나타나는 굽힘 변형의 가상 모멘텀 

이며, 는 PRP 배열 방향의 탄성 계수이다. 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깊이 방향에 따른 PRP 배열 방향으로의 

수축률을 의미하며, 는 PRP시편의 앙에서 깊이방향으로의 

두께 좌표를 의미한다. 는 PRP 시편의 굽힘 각도를 의미 

하며, 은 시편의 장축길이를 의미한다. 는 시편의 곡률을 

의미하며, 는 시편의 두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과 의 

수치는 각각 5mm 12μm이다. 

빛의 조사 각도를 고려한 시편의 굽힘 변형을 측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r 요소를 이용, 

변형에 따른 굽힘 양상만을 고려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유한 

요소를 만들어 해석에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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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ynamic change of the PRP along light irradiation

(a)

(b)

(c)

Fig. 5 FFT result of the (a) tip vibration of PRP with 

(b) 95mㆍcm
-2
 and (c) 190mㆍcm

-2

2.4 동  해석 결과  고찰

Fig. 4는 시간 변화에 따른 PRP시편의 변형 양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빛을 받은 PRP 

시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을 받는 방향 쪽으로 휘어지고, 

종국에는 빛의 조사 방향과 평행하게 굽힘 변형이 일어나면서 

끝 부분의 진동 상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UV 

(365nm) 뿐만 아니라 가시 선(532nm)을 동시에 조사할 

경우 나타나는 PRP시편의 진동 양상을 Fig. 5와 같이 FFT 

(Cho, 2013)를 통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Fig. 5의 (b),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빛의 입력에 따른 진동 주 수의 변화 

양상은 빛의 세기와는 무 한 것으로 밝 졌으며, 자외선과 

가시 선을 동시에 조사할 시 나타나는 주 수 변화 양상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빛의 편  방향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시 선 빛의 편  방향이 주 배열 방향과 어 날수록 PRP 

시편의 진동 주 수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빛의 입력에 따른 PRP의 진동 상을 

멀티스 일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하 다. 다양한 빛의 입력에 

따른 PRP의 진동 양상을 FFT로 해석한 결과 PRP의 - 

진동 상은 빛의 세기에 향을 받지 않고 조사한 빛의 

종류와 이들의 편  방향에 따라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외선과 가시 선을 동시에 조사할시 

나타나는 진동 양상에서 가시 선의 편 방향이 배열방향에 

수직이 되었을 때 주 수가 최 가 된다는 것을 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가시 선의 편  방향이 90도일 때 아조벤젠의 

cis에서 trans로의 역변환이 최 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빛의 세기가 아조벤젠의 trans-cis 변화율에 향을 

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PRP 시편의 진동 양상은 재료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PRP시편의 크기, 형태에 많은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PRP의 동  진동을 이용한 요소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빛의 편 방향을 이용한 진동 상 제어에 

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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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변형 고분자(PRP)는 PRP 내부에 함유된 아조벤젠(azobenzene)의 이성질화 상에 의해 자외선을 받을 경우 수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외선을 받을 경우 원래 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RP의 진동 상에 한 동  

해석이 논의된다. PRP의 변형 양상을 측하기 해 양자역학, 고분자역학, 연속체 역학을 아우르는 멀티스 일 모델링 

기법이 제안된다. PRP의 동  진동 양상을 측하기 해 간단한 1D 빔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FFT기법을 통해 진동 주

수 해석이 진행된다. 해석 결과 빛의 입력에 따른 PRP의 진동 양상은 빛의 편  방향에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용어 : 변형 고분자, 아조벤젠, 이성질화, 멀티스 일, STI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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