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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도로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노드의 전력원으로 유도풍을 이용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기존 재생 에너지의 설치 및 작동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도로상에 주오염원인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폐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적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차량 유도풍에 의해 발생되는 풍압으로 도로 상의 
구조물에 진동을 유발한다. 이 때 발생한 진동 에너지는 압전체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는 센서의 구동과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센서 노드의 전력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전력원이 필요없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60km/h로 주행하는 한 대의 차량에 의해 2.7m/s의 유도풍이 발생하여 0.6g로 
도로 상의 구조물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전달된 에너지가 압전체를 통해 15uJ 전
기에너지로 저장된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550~553

1. 서 론

전세계적인 유가 인상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
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조된 상태이며, 전통적
인 대체 에너지뿐 아니라 그동안 에너지로 활용
하지 않던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가용 에너
지화 하려는 연구가 많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
다. 흔히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태양열, 
빛, 풍력 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공해일 뿐
만 아니라 무한정 이용이 가능하다. 이들 에너지
는 이미 태양광 발전, 열전소자(양끝에 온도 차
가 발생하면 전기가 발생되는 장치)를 이용해 온
도 차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얻는 열전 발전, 풍력 
발전 등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압전
체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얻는 압전 발전 분야
가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압전체를 이
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주위의 버려지는 힘이나 
압력, 진동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가능한 전
기에너지로 변환해 준다. 이 방식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크고 소형·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
문에 도로 및 구조물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원 문
제를 해결할 최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압전 발전기를 군화에 부착하면 
군인들이 걸어다닐 때의 진동을 이용, 무전기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현재 미국에
서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
하수도에 부착된 센서가 물이 흐르는 수도관의 
진동을 이용, 자체 발전해 전기 공급 없이 수도관
의 상태를 메인 서버로 전송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태양열이나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가 
갖는 단점인 설치 환경 및 작동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도로상의 차량거동이 존재하는 한 차량
거동에 따른 유도풍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
술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새로운 에너지 활용 방
법이 될 수 있다. 차량 유도풍을 이용한 풍력 발
전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1]로 고속도로 상의 
중앙분리대와 교통 표지판 위치에 풍력 발전 가
능성 검토를 위해 연구 결과로 5m/s의 강한 풍속
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고, 중앙분리대의 경우 풍
력 발전기 가능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도시 환경 오
염의 주범인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부터 
환경부하를 감시할 수 있는 도로 환경 모니터링
을 위한 동력원으로의 재생성하는 친환경적인 에
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기존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했던 대전력 발전기가 아니 센서 네트워크 상의 
소비 전력이 작은 센서 노드의 전원 공급을 통해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 변환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 551 -

2. 에너지원으로서의 차량 유도풍

도로 환경에서의 주 오염원이면서, 오염원을 

모니터링 하기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대상

은 자동차이다. 도로 위의 자동차 주행에 따라 유

도되는 바람은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

원이 된다. 차량 유동풍에 의한 풍속과 풍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 때 변환되는 진동 에너지를 

파악하였다. 

2.1 차량 유도풍의 이론적 해석

2.1.1 풍압과 풍속의 관계

차의 주행 속도에 따라 유도되는 바람의 세기

는 영향을 받는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상

적인 조건에서 버스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버

스와 중앙분리대 사이에서 협착 유로 형성에 따

라 강한 측풍이 형성된다. 주행 속도가 100km/h 

일때 측풍의 세기는 약 5m/s가 된다.[1] 만약 주

행 속도에 따라 유도풍의 세기가 선형적이라고 

가정하면, 유도되는 바람의 속도에 따라 발생하

는 풍압은 Bernoulli의 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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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pressure
V : wind speed

 : 공기 밀도

이 되고, 이 때 풍속과 풍압과의 관계 그래프는 

fig.2와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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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풍속과 풍압
차량의 주행 속도가 100km/h 일 때, 유도풍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은 12.5Pa이다. 

2.1.2 유도풍에 의한 강제 가진

일반 도로는 고속도로와 달리 중앙분리대가 

없고, 차선 규제봉과 같은 구조물이 있다. 차선 

규제봉과 같은 바 형태의 구조물이 차량 주행에 

따른 유도풍에 의해 가진이 될 수 있다.

① 유도풍에 의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구조물이 주변의 바람에 영향으로 진동은 유

도되는데 에너지 전달의 관점에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외부 가진 주파수가 동일할 시에 가장 많

은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도로 위의 차선 규제봉

과 같은 구조물에서도 외부 유도풍에 의해 진동이 

유발될 수 있기는 풍속의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도로 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물로 차

선 규제봉을 예로 들면, 우레탄 재질의 높이 

75cm, 외경 10cm, 두께 5mm의 구조물로 고유진동

수는 

  
 


′


               (2)

  

                 (3)

관의고유진동수
관의탄성계수
관단면의관성모멘트
′관의단위길이당질량

  관의길이
관의외부지름
관의내부지름
유체의점성

과 같다.

식(2),(3)에 의해 약 10.5 rad/sec가 되고, 

유도풍에 의한 구조물의 와류유출에 대한 

Strouhal수가 Reynolds 수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공기를 15.5℃라 가정하면 1.6×10-5이면 
Reynolds 수는 식 (4)로 표현된다.



∞
                  (4)

이 때 , Strouhal 수를 0.2로 가정하면

 ∞


                   (5)

에 의하여 구조물의 공진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도풍의 속도는 5.23m/s가 된다.[3] 유도풍이 

5m/s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버스가 100km/h 이상

의 속도로 주행을 해야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차선 규제봉의 크기와 재질에서

는 공진을 일으키기 어렵다.

②풍압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

유도풍에 의해 풍압이 발생됨에 따라 구조물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imulation을 

한 결과 아래 fig 3과 같다. 

Fig.3 유도풍에 의한 구조물 변형(10Pa인가)

약 4m/s의 유도풍에 10Pa 풍압이 구조물에 인

가될 때 변위는 1mm이고, 0.6g의 가속도 결과값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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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4 10Pa인가 시 발생하는 변위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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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량 유도풍 측정

풍속에 따른 풍압 측정을 위해 도로 상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에 풍속계와 압력센서, 가
속도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 하였다.  

2.2.1 유도풍에 의한 풍압 측정

차량 주행에 따른 유도풍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도로 상에서 풍속계를 이용하여 최대 풍속

을 측정하였다. 표1은 주행 차량의 종류와 조건에

따른 풍속의 측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1. 차량 주행에 따른 유도풍 측정 결과
주행 차량 주행 조건 풍속

상용차 속도(60km/h), 1m 4m/s

화물차 속도(60km/h), 4m 3.7m/s

승용차 속도(30km/h), 1m 1.5m/s

SUV 속도(60km/h), 1m 2.7m/s

측정 결과를 보면 차종과 속도에 따라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동일 승용차라도 측정 당시 상

황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 모듈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찾기 위

한 설계 가이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4 측정 장비
  Fig.4는 도로에서 풍압과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압력센서, 풍속계,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Fig.5는 최대 풍속 2.7m/s일 때, 풍압을 측정한 

결과로 pk-pk 10Pa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5 최대 풍속 2.7m/s일 때 풍압

2.2.1 유도풍에 의한 가속도 측정

유도풍에 의한 구조물의 가진 영향을 측정하

기 위해 일반 도로 상의 구조물인 차선 규제봉에

서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해 가속도 센

서, 풍속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6(좌)는 측정 장치의 설치 모습이고, fig.6(우)
는 SUV 차량이 60km/h로 주행할 때 2.7m/s의 유

도풍에 의해 차선 규제봉에서 측정한 가속도 데

이터이다. 

  

Fig.6 (좌) 가속도 센서 설치 (우) 측정 데이터
측정 결과 약 0.6g의 가속도에 의해 가진이 됨

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

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측정 결과

를 이용하여 에너지 변환 시스템의 인가 에너지

로 적용하였다.

3. 에너지 변환

에너지 변환 시스템은 압전체를 이용하여 외

부 가진에 의해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측정 데이터를 

가진원으로 이용하여 이 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

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에 따라 도로 환경 모니

터링을 위한 전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용 가

능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3.1 에너지 변환의 이론적 접근

압전체에 기계 에너지를 인가하였을 때 변환

되어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 시키는 재료

의 특성을 갖는다. 식(6)과 (7)은 압전체의 지배 

방정식을 나타낸다.
                                 (6)
                              (7)

S : strain                s : compliance
E : electric field        T : stress
D : electric displacement
d : piezoelectric modulus
ε : dielectric constant

식(6)과 식(7)로부터 압전 효과에 의한 에너지 

변환은 Piezoelectric coupling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압전체의 전기장은 압전체의 기계적 

변형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압전체에 가해진 

외부의 기계적 응력은 압전체의 유전성질

(Dielectric property)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4]

Fig.7 압전체를 이용한 에너지 변환 개념도 
압전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 cantilever type의 

압전체를 사용하는데, cantilver 끝 부분에 mass를 

부착함으로써 외부 가진에 의해 압전 재료에 

stress를 효율적으로 인가시킴으로써, 전압을 유도

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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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은 외부 진동에 의해 catilever에 stress를 

인가시켜 그 때 발생하는 전압의 관계식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압전체를 

이용한 에너지 변환 모듈 실험을 진행하였다.[4]

3.2 에너지 변환 측정

차량 주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도풍에 의해 도

로 위의 구조물 중에 하나인 차선 규제봉의 가속

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중 0.6g의 가속도 데

이터를 이용하여 Labworks사의 shaker에서 동일 

재현을 통해 압전체에 외부 에너지를 인가하였다. 
Fig. 8은 실험에 사용된 압전체와 가속도 데이터 

재현을 위해 사용한 실험 장비이다.

   

 Fig.8 압전체(좌)와 Shaker(우)
Fig.9는 측정된 데이터를 shaker에서 반복 재현

할 수 있도록 중요 구간만을 발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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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shaker에서 재현한 가속도
위의 가속도 데이터에 의해 인가된 기계 에너

지는 Fig.10과 같은 전압 출력을 나타낸다. Table 
2는 부착된 질량에 따라 발생한 전압을 측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Table 2  Tip 질량에 따른 출력 전압

Mass(gram) Vp-p (V)

7.5 5.8

10.5 9

17 55

 
Fig.10의 경우는 cantilever 끝부분에 질량 

17gram을 부착하여 얻은 결과로 pk-pk 전압은 약 

55V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이 때 10uF capacitor에 

저장된 전압은 약 2.5V, 에너지는 30uJ이다.

Fig.10 유도풍에 의해 발생한 전압 측정

현재 저장된 에너지는 미소량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노드의 전력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

하다. 하지만 2절에서 본 바와같이, 유도풍에 의

해 구조물의 공진을 일으킬 수 있다면, 더 큰 에

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압전체가 

부착된  cantilever에 질량을 조절하여 공진을 유도

한다면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설치 환경 및 작동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도로상의 차량거동이 존재하는 한 차량거동에 따
른 유도풍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충분
히 현실적이며, 새로운 에너지 활용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도로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많은 양의 
센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 각각의 센서 노드에 전
원 공급을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차량 유도풍을 이용한 에
너지 하베스팅 많은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다. 
현재 측정된 결과로 60km/h의 SUV 차량에 의해 
2.9m/s의 유도풍이 발생하여 도로 상의 구조물인 
차선 규제봉에 0.6g의 가속도를 유발한다. 이 때 
가속도에 의해 압전체에 인가된 기계 에너지가 
55V 전압 출력을 발생시켰으며, 10uF 캐패시터에 
30uJ의 에너지를 저장하였다. 향후 차량 유도풍
에 의해 공진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에 압전체
가 부착된 cantilever의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을 
개선한다면 도로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센
서 전력원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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